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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이 보고서에는 1995년 국내 최초로 『Green Report』를 발간하며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분야의 탄소중립
을 선도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新비전 2030+’의 환경 전략을 집중 조명하고, 2021년 
공사의 친환경경영과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사업별 노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GRI Standards’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
시한 ‘ISO 26000’, ‘UN Global Compact’와 국제공항협의회인 ACI의 ‘공항 온실가스관리 가이드라인’
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활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주요한 환경경영 활
동에 대해서는 2022년 3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그 추이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했습니다.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본 보고서는 디자인, 인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
한 3단계 에코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기획

STEP

1
자투리 종이를 줄이는 최적 사양 판형, 페이지 수 감축

디자인

STEP

2
별색 및 전체 배경색 지양, 35%까지 잉크를 절약하는 에코폰트 사용

인쇄

STEP

3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 사용, 비닐코팅 공정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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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한 이후 시설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디지털화 및 기술 융복합 가속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 
항공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기존의 공항운영자 역할을 벗어나 사람, 문화,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新비전 2030+’를 수립하여 인천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하였고, ESG 경영혁신을 선포하여 환경과 사람을 기업경영의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새롭게 수립한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여 아시아 공항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였고, 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확대하여 국제화물 세계 2위에 도약하였으며, 선도적인 
고객경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ACI 고객경험 최고등급 인증을 획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뛰어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 구현된 안전 최우선 공항, 디지털 혁신 기반의 지능형 공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허브공항 등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공항으로 이륙하고자 합니다.

무결점 안전·보안 체계를 구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타협 없는 스마트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스마트패스 등 비대면 여객 서비스를 구현하여 수요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공항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보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관리모델을 구축하여 
사고재해 ZERO를 달성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 문화예술허브 구현을 통해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의 공항운영 서비스로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첨단IT를 
접목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개발하여 글로벌 NO.1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UAM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공항을 만들고, 
글로벌 문화예술 시설·콘텐츠를 유치하여 차별화된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하여 2040년까지 공항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RE100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2030년까지 디젤 지상조업장비를 모두 친환경 장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항공유 공급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항공기 상용화를 대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선순환 문화를 조성하여 제로웨이스트 공항 구현에 
힘쓰고, 주변지역에 녹색 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무재해 작업환경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위해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듯 우리의 삶도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공항을 만들기 위한 우리 인천공항의 끊임없는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 경 욱



06 07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22

경영 현황

일반 현황 
• 기업명	 인천국제공항공사
• 사장	 김경욱
• 설립일	 1999년 2월 1일
•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에너지(주)

• 주요 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
	 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조사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 주변지역 개발사업
• 인천공항	 운항 : 60만 회
  연간 처리능력	 여객 : 1억 600만 명
	 화물 : 630만 톤 

INTRODUCTION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개

항목 2019 2020 2021 2019년 대비 증감

항공기 운항(만 회) 40 15 13 67.6% 감소

총 여객(만 명) 7,117 1,205 320 95.5% 감소

환승객(만 명) 839 209 54 93.6% 감소

화물량(만 톤) 276 282 333 20.4% 증가

운항 및 여객운송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 수 95% 이상 감소하였으나 화물량은 20%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이 되어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
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개항 20주년을 맞이한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We Connect Lives, Cultures and the Future(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를 新비전으로 수립
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적 기업이 되기 위해 ESG에 Innovation을 더한 ESG-I 경영혁신을 선포하였습니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SG 경영혁신을 통해 미래공항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개 2021 주요 경영성과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혁신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ESG 경영체제를 도입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항공사 및 조업
사,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다양한 고용 유지책으로 항공생태계를 보호하였고, One-stop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및 비대면 
스마트 서비스 확대로 글로벌 공항방역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류 인프라 적기 확대 및 노선 증대로 글로벌 Top2 물류허브로 도
약하였고, 기본에 충실한 무결점 운영을 통해 ‘운항·재난·보안사고 3無공항’을 실현하고, 차별화된 스마트 서비스의 본격 추진을 통해 
초격차 공항으로 점프하였습니다. 
선도적 프로세스 및 서비스 혁신으로 전 세계 공항 최초로 ACI 고객경험인증 최고 등급을 확득하였으며,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인도
네시아 바탐 공항 운영·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였고, 세계적인 항공MRO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1년은 혁신과 비상의 한 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1 주요 성과

AHA유지

ACI 공항방역인증

방역

국제화물

물류허브

4단계 획득

ACI 고객경험인증

서비스

5점(만점)

ASQ(세계공항서비스평가)

서비스

0건

항공기사고

운항안전

A등급

재난관리평가

재난안전

15개국 31개 사업 수주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개발 사업 등 

MRO
글로벌

기업 유치

해외사업 공항경제권

 

운영 개시

제4활주로 

인프라

4.2%

에너지자립도

ESG 경영

COVID-19 방역 
우수공항상 수상

방역

Skytrax

항공보안

Skytrax

최고 보안검색 공항상 수상

세계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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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체계

세부추진과제

중장기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과제 KPIs

사람과 삶의 가치 연계
Connect Lives 

디지털 공항운영
차세대 여객서비스 선도
지능형 공항운영 혁신	
글로벌 Top 리테일 구현

ACI 고객경험인증	
스마트 공항지수	
상업수익

ESG 경영혁신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	
선도적 사회가치 실현	
투명·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사회적 가치 지수	
부채비율

스마트 안전 플랫폼
무결점 안전/보안체계 구현	
미래형 운항안전 선도	
공항시설 운영/관리 고도화

ACI 공항방역인증	
항공기 안전/보안사고	
무중단 공항운영

문화 네트워크 구현
Connect Cultures

글로벌 메가허브
글로벌 메가허브 네트워크 구축	
인바운드 허브&게이트웨이 도약	
미래형 접근 교통체계 다각화

국제여객 수	
환승객 수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

미래형 물류 플랫폼
미래 물류 인프라 개발
전략적 화물운송 네트워크 확대
GDC 유치 및 콜드체인 거점 구축

국제화물량	
국제화물 환적량

융복합 문화/산업 벨트
글로벌 문화예술허브 구현
항공/관광 융복합 허브 구현
고부가가치 MRO·FBO 활성화

문화예술지수	
공항경제권 활성화	
GRDP

미래 패러다임 혁신
Connect the Future

차세대 모빌리티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허브 도약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사업 다각화	
스마트 모빌리티 City 구현

도심항공 모빌리티 활성화

해외사업 영토 확장
해외사업 모델 다각화	
One-Stop 한국형 공항 플랫폼 수출	
해외사업 투자협력체계 고도화

해외사업 다각화	
(수주 건수)

미래 공항 확장
4단계 공항 확장사업 적기 추진	
중장기 공항 개발전략 수립	
미래수요 대응 전략적 인프라 확충

종합공정률

INTRODUCTION 新비전 2030+ 수립

Connect Lives Connect Cultures Connect the Future
사람과 삶의 가치 연계 문화 네트워크 구현 미래 패러다임 혁신

디지털 공항운영
Digital 

Transformation

글로벌 메가허브
Global Mega Hub

차세대 모빌리티
Next-generation

Mobility

ESG 경영혁신
ESG Innovations

미래형 물류 플랫폼
Future Logistics

Platform

해외사업 영토 확장
Overseas

Business Expansion

스마트 안전 플랫폼
Smart Safety

Platform

융복합 문화·산업 벨트
Airport Cultural &

Economic Zone

미래 공항 확장
Airport Expansion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3월 29일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한 개항 20주년 행사에서 ‘인천공항 新비전 2030+’를 선포했
습니다. ‘新비전 2030+’는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람과 삶의 가치를 연결하고 문화적 네
트워크를 형성해 미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공항의 궁극적 지향 가치인 ‘연결(Connect)’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사람 중심 공항, 허브 그 이상의 문화 네트워크를 통한 품격 있는 공항, 신영역을 개척하며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미래공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新비전 2030+’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경영환경의 구조적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관 산업 확대
와 고객가치 실현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3대 전략과 9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2030년까지 
국제공항협의회(ACI) 고객경험 최상위, 동북아 에너지 자립도 1위, 사고재해 제로, 국제항공운송지표(ATU) 세계 1위, 국가경제 기여
도 88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공항 구현과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한 공항 전 영역의 고객가치 실현과 함께 글
로벌 문화 네트워크 확장, 융복합 문화·산업 벨트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선도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입니다. 

新비전 203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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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율

~2040

• RE100 참여 및 에너지 자립 실현 등 4개
• 그린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 바이오 항공유 공급체계 구축 등 3개
• 친환경 자원순환 및 생태환경 보존 등 4개

100%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Environment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공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아시아 공항 최초 
RE100 가입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공항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RE100 권고
기준인 2050년보다 10년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그린모빌리티 
생태계 선도, 항공산업 탄소배출 저감, 폐기물 재활용률 70% 달성 등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만
들어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전략과제 세부과제

 S
사회 신규 일자리 창출

~2030

12만 개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Social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공항생태계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하고 여객과 공항 종사
자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결점·무사고·무재해 공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
관광 융복합 신개념의 공항경제권 개발 가속 및 인천공항형 뉴딜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며, 
소통 중심의 창의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쇄신으로 인천공항을 함께 성장하는 행복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G
지배구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2025

1등급
투명·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Governance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공사는 모든 영역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기회의 공정성을 실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목표 실현에 필요한 혁신 동력을 강화
하고, 노동이사제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를 
엄단해 공기업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고, 인천공항 전체에 인권, 공정, 투명 등 핵심 가치를 확산
시켜 임직원, 고객, 공항 관계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실천해가는 ‘One Airport’를 구현해나갈 계
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新비전 2030+’를 달성하고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에 나섰습니다. 
2021년 6월 23일 ‘ESG 경영혁신’을 선포하며 ESG 경영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발표하였고 인천공항 전체에 ESG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공사는 ESG 경영이 공사 경영의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E), 사회적 책임경영 강
화(S),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G)이라는 경영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ESG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ESG 경영혁신 전략

ESG 경영전략

• 뉴딜, 스타트업 등 혁신형 일자리 확대 등 3개
• 스마트 방역 인프라 구축 등 3개
• 지역·대국민·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선도 등 3개
•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4개

• 공항 산업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 무결점 안전·청정 공항 구현
• 지역상생·발전 견인 및 동반성장
• 기업문화 선도를 위한 조직 혁신

• 반부패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완비 등 3개
• 모-자회사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3개
• 공정거래 모델 선도 등 3개
• 국민 참여형 열린 소통채널 활성화 등 3개

• 투명·윤리경영 실현
• 범공항 거버넌스 구축
• 공정거래문화 선도 및 확산
• 대국민 참여 및 자원 개방

• 공항운영 에너지 친환경 전환
• 그린모빌리티 생태계 선도
• 항공기 탄소배출·미세먼지 저감
• 공항 인프라 및 환경의 녹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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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경영 비전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의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국제공항협의회(ACI)의 공항탄소인증은 현재 ‘Level 3’이지만 2030년까지 공사 소유 직간접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준인 ‘Level 3+’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4.2%인 에너지 자립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및 친환경 전력 구매를 통해 2030년 20% 달성에 도전하겠습니다.
•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에는 132기, 2030년에는 895기의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 장비 설치·운영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발굴을 통해 2021년 60%인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향상시켜 자원순환형 
인천공항을 만들겠습니다.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발맞추어 2030년 
배출량은 2018년(26만 179tCO2) 대비 40% 감축한 17만 4,840tCO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KPI 실적 및 목표 

KPI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 2030년 비전

Level 3 Level 3 Level 3+

에너지 자립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개)

폐기물 재활용률(%)

온실가스 배출량*(tCO2)

* ACA level : 2019년 level 3 취득 후 재인증 기간인 2023년에 Level 3+ 취득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 :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및 여객 수 급감으로 목표치였던 24만 3,368tCO2보다 4만 6,383tCO2 
	 더 감축하여 19만 6,985tCO2 배출

4.2

88

60

196,985

5

132

61

233,970

20

895

70

174,840

ACA Level*
(ACI 공항탄소인증)

KPIS FOR GREEN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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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한 노력을 
GREEN 키워드로 구성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Governance 

조직·인증·캠페인

Renewable energy

RE100 가입,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계획

Eco-friendly mobility

친환경 차량 도입,
충전 인프라 구축

Environmental 
management 

소음, 폐기물,
공기질, 수자원 관리

Net-zero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G R E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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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추진 조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
였습니다. 한층 고도화한 친환경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에너
지 효율개선,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활용, 환경 영향 최소화 
등 미래 메가트렌드에 발맞춘 세부 전략을 수행하며 세계를 
잇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ESG 
경영 관련 감독과 자문을 위한 기구로 이사회 산하에 ESG위
원회를 설치하고, 아래 세부 전담조직을 신설해 ESG 경영 추
진 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항공산업 관련 기
업·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민과의 상시 소통 기구인 
‘시민참여 혁신단’ 확대 운영 등 ESG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영 전담조직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
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본 위원회는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한 전사적 차
원의 에너지 전담조직으로서 주요에너지 사용부서 실무 협
의체인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와 공사, 자회사, 입주사 직
원으로 구성된 ‘에너지 지킴이’ 등의 실무조직을 운영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매 분기마다 저탄소 친환경 전략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추진 실적의 분석 및 평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에너지절약 방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Governance
G R E E N

환경 이슈는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책임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에너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질 및 수자원, 소음, 폐기물 관리 등 환경보전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시스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관리를 전사적, 지속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성원 전
체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한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2014년 에너지경영시스
템(ISO 50001) 인증을 취득한 이래 외부인증기관으로부터 
연 1회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재인증 심
사를 통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CA Level 3 

ACA(ACI Carbon Accreditation, ACI 공항탄소인증)는 국제
공항협의회(AC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
여한 공항들의 탄소배출 관리 및 저감 노력을 평가하고 인증
을 부여하는 국제 탄소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
사는 이에 참여하여 2014년부터 Level 3(Optimisation)를 취
득, 운영하고 있습니다. Level 3는 공항공사의 운영 경계 내 직
간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할 뿐만 아니라 공항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탄소배출량까지 산정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저희 공사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며 Level 3 갱신 
및 재인증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직간접 배출량 상쇄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8년 공항건설 분야에 대해, 2002년
에는 공항운영 분야에 대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
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환경목표 수립 및 중요환경영향평가, 
내부환경심사 및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외부인증기관으로부
터 연 1회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재인증 
심사를 통해 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녹색건축인증(G-SEED)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설계와 시
공, 유지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는 채광, 
환기, 단열 설계 및 고효율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 환경표지 
제품 사용, 자연녹지 조성 등을 통해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
급(그린1등급)을 획득하였고, 4단계 확장사업 증축 부분도 설
계 단계에서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 예비)을 획득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2024년 준공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관리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유
지할 계획이며, 신규 건축 시에도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회의

GREEN BUSINESS Governance

ESG 경영 추진 조직

ISO 50001 인증서 ACA Level 3 인증서 ISO 14001 인증서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ESG경영실 인천공항 혁신 네트워크

인천공항 열린혁신추진단
실무부서(ESG·혁신성장·조직혁신)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E S S S G

인천공항 ESG 위원회
상임·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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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고서 발행 / 수상이력 / 기부

역량강화 교육 활동

ESG 경영 특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
영의 전파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ESG가 밥먹여줍니다’ 
특강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4월 9일에는 ‘ESG 경영의 동
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10월 1일에는 
‘제로웨이스트와 녹색공항’을 주제로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의 특강은 공사 임직원에게 미래 발전 전략
으로서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강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탄소중립 홍보 및 실천문화 확산을 위
해 2021년 12월 10일 에너지지킴이를 대상으로 2050 탄소
중립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통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 교육에서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탄소중
립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
년을 맞아 정부가 지정한 탄소중립 주간에 열어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경영보고서 발행

Green Repor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
를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
한 활동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그린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사가 발간하는 
28번째 보고서로서 공사의 친환경 경영 비전과 전략, 추진 
실적, 주요 지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활동,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사회적가치
실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화된 ESG
기반의 사회가치경영과 혁신성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ESG와 
미래기술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한편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
출된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SG 채권발행보고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위기를 극복하고
자 창사 이래 최초로 ESG 인증 해외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신용등급을 국내 공기업 최고 수준으로 신
규 취득하였고, 국제 ESG 평가기관(DNV, S&P)으로부터 인
증 의견(SPO)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입구조를 다변
화하여 금융시장 경색에 대비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ESG 추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여 ESG 경영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기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인 
‘모니카의 집’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모니카의 집에서 절감한 전기료를 사업비
로 사용하여 입소 생활인들에게 더욱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강연

에너지지킴이 워크숍  

에너지지킴이는 공항공사, 자회사, 공항 내 입주업체 직원들
로 이루어진 에너지절약 협의체입니다. 이들은 냉난방 온도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지킴이들의 전문성 향상 
및 적극적인 활동 유도를 위해 2021년 7월 9일 에너지지킴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신재생에너지, 해외공항의 에너지 절감 사례, 탄소
중립 및 RE100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ESG 관련 수상

2021 한국에너지대상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표창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한 비전 
수립 및 추진,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선도, 신재생에너지 도
입 적극 추진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
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1 한국에너지대상
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 물관리 유공(세계 물의 날) 표창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약 20년간
의 중수도시설 운영기간 동안 ‘환경오염사고 발생 Zero’ 달
성, 수자원의 효과적인 재활용 및 공항 주변지역 수자원 보
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물관리 유공(세계 물
의 날)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명 수여기관

2021년 한국에너지대상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물관리 유공
(세계 물의 날) 장관 표창 환경부

한국에너지대상 표창장 물관리 유공 표창장

2021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2021 그린리포트 모니카의 집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GREEN BUSINES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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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2050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를 슬
로건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던 탄소중립 주간에 맞춰, 
국가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인식 및 탄소
중립 실천의지를 제고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
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과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
립 퍼즐 만들기’를 진행하며 퍼즐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필
요한 메일 지우기’를 시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ESG 실천 캠페인

2021년 3월 ‘新비전 2030+’ 수립 시 ‘ESG 경영혁신’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SG 가치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ESG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
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설거지비누 사용하기’를 비
롯해 ‘플라스틱ZERO 캠페인’, ‘가치그린(Green) 희망여행 
캠페인’, 아이스팩 수거와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기 운영,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인증 챌린지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에 동참
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고고챌린지 참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2021년 6월 15일 생활 속 
플라스틱 절감 릴레이 캠페인인 ‘고고챌린지(GOGO Chall- 
enge)’에 동참했습니다. ‘고고챌린지’는 환경부가 2021년 1월 
4일에 시작한 릴레이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생활 속 플라스
틱 절감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와 할 수 있는 행
동 한 가지를 SNS상에서 약속하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김경욱 사장은 ‘플라
스틱 사용 줄이고(GO)! 텀블러 생활화하고(GO)! ESG 경영 
실천에 愛(애)쓰고(GO)!’를 실천 문구로 정하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호와 인천공항의 ESG 경영 실천을 약
속하였습니다. 

플라스틱ZERO 캠페인

인천공항에서 버려지는 여행가방을 업사이클링하여 제2여
객터미널에 ‘에코 업 라운지(Eco Up Lounge)’를 조성(2019년 
4월)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플라스틱 없는 인천공항’
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텀블
러 생활화, 에코백 사용, 친환경 면세품 포장재 사용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공항 면세점의 면세품 포
장용 에어캡 사용량을 기존 3겹에서 1겹으로 대폭 줄였으며, 
2021년 2월부터는 생분해 소재의 친환경 면세품 쇼핑백도 
도입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퍼즐 만들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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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혁신 공모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ESG 경영혁
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은 
ESG 경영혁신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현업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공기
업의 ESG 경영혁신’을 주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시 
소재 4개 공공기관과 인하대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12개 
팀이 3개월간 협업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인천공항의 ESG 경영을 알아가는 참여형 게임 앱 ‘그린 수호
대’를 제안한 WeSG 팀이 기관장상과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ESG어벤져스 팀과 그린아띠 팀이 각각 다문화 가
정과 함께하는 다국어 전래동화 오디오북과 영종도 지역 폐
기물 업사이클링 체험존을 제안하여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상작 아이디어를 
ESG 경영혁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치그린 업사이클링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세척 및 수거기를 설
치하여 생활 속 플라스틱 절감 운동도 펼쳤습니다. 2021년 
10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개월 동안 인천공항청사 1층
에 설치한 일회용 플라스틱컵 세척 및 수거기에 모인 플라스
틱컵은 소재 선별 및 세척을 거쳐 단섬유로 만들어진 뒤 에코
백, 솜인형, 쿠션, 텀블러, 머그컵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1,364세트는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며 ESG 가치 확산
에 힘을 보탰습니다.

가치그린 희망여행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SG가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하는 상황
에서 ‘가치그린 희망여행 캠페인’을 진행해 항공수요 회복기
에 대비한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캠페인은 
2021년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홈페
이지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친환경 여행 방법 
알아보기, 친환경 여행 약속하기, 친환경 실천하고 인증하기, 
친환경 기업 펀딩하기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단계
별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추첨을 통해 에코백, 텀블러 등 친
환경 여행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였고, 캠페인 참여로 모인 
기금은 친환경 기업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
이 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
스팩 재활용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3주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
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캠페인에 임직원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재사용 가능한 깨끗한 아이스팩을 
2,554개나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두 곳에 전달하여 수산물, 육류 등의 
상품 배송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약 1.5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막고, 신규 아
이스팩 구매비용 및 지자체 아이스팩 소각·매립·운반 등 처리
비용 약 290만 원의 절감효과도 얻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기

아이스팩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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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참여

아시아 공항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2022년 2월 25일 아
시아 공항 최초로 인천공항의 RE100 가입을 공식 선언했습
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영국의 비
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기
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글로벌 RE100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
로소프트 등 세계 370여 개의 유수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19개 기업(2022년 
5월 기준)이 가입해 있습니다.

2040년 공항운영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글로벌 RE100 가입에 따라 공사는 2030년까지 인천공항 전
력 사용량의 60%, 2040년까지 100%를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RE100 권고기준인 2050년보다 10년 조기 달성함으로써 항
공분야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RE100 실행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공항 자회사
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공
항에너지(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과 ‘RE100 공동추진 협
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는 이행을 다짐하였습니다.

Renewable 
energy

G R E E N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아시아 공항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재생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에너지 자립공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GREEN BUSINESS Renewable energy

RE100 가입식

RE100 로고

2021년

5.4%
2030년

60%
2040년

100%

인천공항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RE100 이행수단

제3자 PPA 자체 건설지분 참여

녹색 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
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
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
(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
약을 별도로 체결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
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
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
랫폼을 통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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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발전설비

지열발전은 4~5km 지하에서 땅의 열로 물을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열이나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화석연
료 발전과는 달리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
으며, 한번 시설을 설치하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
급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총 7개
소에 8MW 규모의 지열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며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기후위기 및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
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을 확대하며 과감한 에너지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2006년부
터 인천공항 부대건물 옥상 등 공항시설물과 유휴부지를 활
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했고, 3단계 건
설사업을 통해서도 제2여객터미널 상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공항운영에 활용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공사는 화물터미널 옥상 및 제2여객터미널 주차장 캐노피
를 활용하여 3.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신설하였고, 총 
10.5MW의 태양광 설비로 공항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
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총 18.5MW(태양광 10.5MW, 지
열 8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총 17MW(태양광 15MW, 지열 2MW)의 발전설
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상태양광 REC 가중치를 확보하였고, 한전

변전소 유치 및 착공을 통해 신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
통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과 더불어 중장
기 RE100 이행계획 로드맵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인천공항이 
2040년까지 진정한 에너지 자립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2,627 5,868 5,868 7,351 10,497 

지열 2,412 7,998 7,998 7,998 7,998 

합계 5,039 13,866 13,866 15,349 18,49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현황	 	 	 	 	 [단위 : kW, 누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태양광 2,096 6,943 6,463 7,228 8,889

지열 2,481 5,753 3,400 6,077 8,679

합계 4,577 12,696 9,863 13,305 17,568

인천공항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MWh, 누계]

태양광 운영현황 용량(kW)
19개소 10,497

태양광 설치계획 용량(kW)
7개소 15,181

지열 운영현황 용량(kW)
7개소 7,998

지열 설치계획 용량(kW)
1개소 2,234

인천공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인천공항 지열발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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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구축 

2014년부터 Green Airport 구현을 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新비전 2030+’ 수립과 ESG 경영혁신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선도’를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전략의 4가
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
라 구축 및 친환경 차량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전 불편
을 해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차량으로
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저탄소 공항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
전 인프라를 공항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4% 늘어난 88기의 전기차 충
전기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 132기, 2030년 895기까지 설
치·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향후 정책에 대응하고 적
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전기차 충전인
프라 구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유치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에 부응하고 친환경 차량 확산
에 기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주), 에어리퀴드코리아(주), 수
소에너지네트워크(주)와 MOU를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 수
소충전소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 제1여객터미널 인근에 첫 번째 수소충전소를, 같은 해 
7월에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 수소충
전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내 수소차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y 
mobility

G R E E N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 모빌리티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 운행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디젤조업장비 100% 친환경 전환 및 
UAM 상용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REEN BUSINESS Eco-friendly mobility

전기차 충전기 운영

T1 수소충전소 T2 수소충전소

사업비 30억 원(15억 원 정부 보조) 사업비 60억 원(15억 원 정부 보조)

시설용량 250kg/일 시설용량 1,000kg/일

운영개시 2021.01.04 운영개시 2021.07.30

충전설비 승용차 1대 단독 충전 가능 충전설비 버스 2대 동시 충전 가능

운영시간 08:00~22:00(연중무휴) 운영시간 08:00~22:00(연중무휴)

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기

인천공항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운영현황

T2 수소충전소

T2 노선버스 주차장 : 2기

T1 수소충전소

인재개발원 : 2기

T1 장기주차장 : 8기

T2 버스게이트 : 2기

제2합동청사 : 4기

정보통신동 : 1기

동력동C�:�1기
T2 단기주차장 : 18기 주변전소A�:�2기

물류단지 : 7기

AICC�:�2기

램프버스 차고지 : 6기

화물터미널 북측 : 4기

화물터미널 남측 : 4기

공항청사 :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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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상용화 기반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기동력 저소음 항공기와 수직이착
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UAM)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드
론·UAM·RAM(지역환경교통) 등 차세대 항공모빌리티 인프
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운
용 시스템 검증과 보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실증사업에도 
참여하며 新항공체계 검토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도심과 공항 간 연계강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핵심과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UAM 
Team Korea’에도 참여합니다. 인천공항 내 UAM 이착륙장
(버티포트) 입지 및 필요시설도 검토하며 정부 차원의 한국
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전기조업장비 충전 인프라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조업장비의 친환경 전환에 따라 공
항 내 전기조업장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8대를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62대 이상의 충전 인프라 설
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터그카, 화물·벨트로더, 토잉카 
등 주요 조업장비 중 노후한 461대를 우선 친환경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도 단계별로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업무용 차량 친환경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공사 업무용 차량 164대를 
100%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기 승용차 50대, 
수소 승용차 84대, 전기버스 11대, 수소버스 10대를 운영함
으로써 매년 4,785tCO2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수
소 셔틀버스를 추가 도입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선도
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자회사의 경우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100% 친환
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수소트럭, 청소차, 지게차, 전기트럭 
등 단계적 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공사와 조업
사의 조업장비는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100% 친
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의 경우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50% 달성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조업장비 친환경 전환

디젤조업장비 100% 친환경 전환

항공조업장비는 항공기 견인, 승객 탑승, 화물 하역 등 공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상조업에 투입되
는 차량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
목되는 디젤 특수차량입니다. 이에 본 공사는 조업사와 협약
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며, 2030년까지 디젤조업장비
를 100% 친환경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조업장비 전용 충전기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조업장비 전환에 따른 조업사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기 위
해 정부 지원금 및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친환경 차량 도입 현황

전기차 하이브리드수소차

50대

전기버스

11대

84대

수소버스

10대

30대

1단계(2025) 2단계(2028) 3단계(2030)

150
32%

300+
65%

462+
100%

충전기 대수

전기조업장비 충전 인프라

인천공항 전기셔틀버스친환경 대용량저상버스

친환경 차량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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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 북

장봉 옹암

모도 북 시도

신도

공항신도시
제1활주로

북측

제1활주로
남측

제3활주로
남측

덕교동

을왕동

남북동 1
남북동 2

모도 남
장봉 서

소음 관리

소음모니터링 강화

인천공항은 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상공항으로 설계하여 
항공기소음 영향지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항
공기소음 저감을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영종도, 북도면, 강화도 등 총 21개 
지점 측정망을 운영하는 한편 측정 결과는 인천공항 홈페이
지 및 공항소음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공기질 관리

공항 차량 배출가스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업무 차량의 100% 친환경 전
환과 더불어 2022년 12월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32기로 늘
리는 등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여 공항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디젤조
업장비의 순차적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2년 전용충전기 7기
를 시범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을 억제해나가겠습니다.

대기질 관리

공항운영 시 대기오염물 발생 시설 및 차량, 항공기 등에 대
하여 총체적인 대기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 

폐기물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원회수시설 및 자원분류처리장의 
최적 운영과 함께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
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유가성 폐기물 발굴을 통해 
약 12.8억 원(1,600톤)의 폐기물 매각 수익을 창출하였습
니다. 2022년에는 Reduce(폐기물 감소),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등 3R을 기반으로 공항 폐기물 감축 및 친
환경자원선순환 문화를 조성하여 제로 웨이스트 공항을 구
현해나가겠습니다. 

수자원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를 
중수도 시설에서 정화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기계설비의 냉
각·세정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 2021년 한 해 동안 22만 톤의 물을 절약하여 약 54억 원
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 내 5개소에 설치
한 유수분리시설을 통해 계류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분 함
유 초기강우를 차집하여 5ppm 이하로 처리한 후 유수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기질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3개소에 대기질 측
정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오염원
공항시설지역 내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

• 점오염원
- 자원회수시설 : 	소각시설 내 배기가스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Clean-Plant 실현
- 열병합발전소 : 	LNG 및 저유황 경유(비상연료) 사용으

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실내 공기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제1, 제2 여객
터미널 및 탑승동 6개 지점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를 설치
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공항 
여객터미널 34개 지점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
를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공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
개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최적 유지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을 적용하고,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운영단계별 황사 대비 체제를 마련해 
공조기용 필터의 자체 교체기준을 설정하는 등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련 내
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즉각 전파하며, 각 담당부서는 저감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는 환경관리팀에서 국토교통
부 및 인천광역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다. 공사는 앞으로도 소음 영향권의 이해관계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음대책사업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음 영향권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및 
중구 남북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항
공기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공사, 하절기 
냉방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소음대
책지역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득증대 및 주민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대책 및 주민지
원사업은 항공기소음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로 구

Environmental 
management

G R E E N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항환경 대기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지역 내 항공기 운항 
관련 장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각시설은 배기가스처리시설을 
설치하여 Clean-Plant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REEN BUSINESS Environmental management

항공기 소음 측정국 위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주요 실적

무의동
대부동

강화 석모

강화 양도

강화 화도

영흥 대부 지역

강화 지역

방음시설
28가옥 중 24가옥 완료

(신청가옥 완료)

냉방시설
28가옥 중 24가옥 완료

(신청가옥 완료)

TV수신료 지원
TV수신료 

납부 대상에 지원 중

냉방전기료
하절기 

냉방전기료 지원 중

지자체(옹진군, 중구) 소득증대, 
주민복지사업 최대 75% 지원

제3활주로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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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저감하기 위해 매년 주요 배출
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천국
제공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89만 186.7tCO2이며, 이 
중 1.8%는 공사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온
실가스, 18.6%는 공사의 전력 및 중온수 사용으로 인한 온
실가스, 79.6%는 기타 간접 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입니다. 
공항공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배출원뿐 아니라 통제범위 
밖의 배출원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Net-zero
G R E E N

GREEN BUSINESS Net-zero

직원�이동

38,207

25,687

247,563

64,835

177

142,832

3

3

1,1133

79,3643

106,6803

3
3

17,8483

2

116,4983

12,0131

3,0101

1
1,7111 29,4442

11,001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Scope 1 27,475.8 18,126.8 15,793.6

Scope 2 205,248.6 172,928.6 165,597.2

Scope 3 1,244,947.7 690,036.4 708,795.9

합계 1,477,672.1 881,091.8 890,186.7

Scope 1	 직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차량, 보일러, 소각, 하수처리 등) 
Scope 2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한 전기와 스팀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승객 및 직원 이동 등)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공항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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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대
비 약 6% 감소하였습니다. 공사는 공항운영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를 절감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통해 탄소중
립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GREEN BUSINESS Net-zero

구분 2019 2020 2021

직접 31,344 20,089 17,891 

간접 230,375 189,364 179,094  

합계 261,719 209,453 196,985  

공항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CO2]

구분 규격 수량 설치위치

제1여객
터미널

C, D급

90kVA

9 9개 게이트

E급 62 31개 게이트

F급 16 4개 게이트

탑승동

C, D급 14 13개 게이트

E급 30 15개 게이트

F급 8 2개 게이트

제2여객
터미널

C, D급 15 15개 게이트

E급 34 17개 게이트

F급 20 5개 게이트

AC-GPS 운영현황

온실가스 감축 노력

PC-Air 운영

PC-Air(Pre-Conditioned Air, 항공기 냉난방 공급 장치)는 
항공기가 주기장에 주기하고 있을 때 기내 냉난방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항공기보조동력장치(APU)가 아닌 공항에
서 공급하는 전기로 냉난방함으로써 항공기 엔진가동 시간
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현재 PC-Air 9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28대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공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A-SMGCS 운영

A-SMGCS는 항공등화 개별제어 및 감시시스템(ILCMS) 기
반으로 항공기 운항정보, 기상정보, 지상감시레이더 등 항공
운항 중요정보와 연계하여 항공기는 물론 공항 내 모든 이동
물체에 대한 감시, 경로, 안내 및 지상교통 통제의 기능을 제
공하는 지상관제통합시스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의 A-SMGCS를 고도화하여 녹색 
불빛의 항공등화시설만을 확인하고 따라가면 최종목적지
에 도달이 가능한 24H Follow the Greens(지상등화유도관
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0년 4월~) Follow the 
Greens 서비스는 기존유도로 명칭을 통보하는 음성관제방식
에서 개별등화를 통해 이동지시를 하는 시각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복잡한 공항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주로·유도로 
오진입을 방지하고 지상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천공항 Follow the Greens 서비스 운영 이후, 항공
기 조종사로 하여금 음성교신 간 모호함을 해소하고 이동경
로에 대한 인지를 명확히 하게 하여 항공기의 유도로 오진입
율이 79.4% 감소(인천공항 활주로 및 평행유도로 기준)하였
으며, 본 서비스에 대한 조종사 만족도 또한 95%로 매우 높
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ACI(국제공항협회) 및 SESAR(유럽항공교통관리 리서
치센터)에 따르면  Follow the Greens 서비스는 항공기 지
상이동 시간 38% 단축을 통해 공항혼잡 개선 및 항공기 연
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41%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C-GPS 운영

AC-GPS(Air Craft-Ground Power Supply, 항공기 지상전
원 공급 장치)는 항공기가 계류장에 주기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는 항공기보
조동력장치(APU)에 의한 전력공급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
을 98%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인천국제공
항공사는 2022년 현재 AC-GPS를 총 208대 운영하고 있으
며, 2024년까지 총 275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지상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 
운항 노선별로 사용하는 활주로 방향에 맞춰 가장 가까운 주
기장에 항공기를 배정하는 저탄소 녹색주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녹색주기장 운영으로 감축된 항공기 지상
이동 시간은 약 13시간 57분입니다. 또한 항공기 연료 약 2
만 3,593kg과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약 7만 4,284kg을 감
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이와 같은 운영개선을 통해 
항공기 연료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A-CDM 운영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공항 협력
적 의사결정시스템)이란 항공기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운영자,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이 개별적
으로 관리하던 항공기 이동 및 준비시간 정보를 서로 공유함
으로써 운항 효율성 향상 및 공항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시스
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
통량과 시설확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CDM을 2017년 국
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지원 덕분에 현재
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CDM은 불필요한 항
공기 이동 및 지상 대기를 감소시켜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는 면에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AC-GPS 운영

PC-Air 운영 항공등화시설 A-SMGCS 운영

A-CDM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공유

항공교통
관제

계류장관제

공항운영자

항공사

조업사

A-CDM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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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 관리

전사적 에너지 관리 및 절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주요 부서의 경우, 사용량 절감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물 내 에너지 
사용설비(조명, 냉난방설비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
여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
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발전량, 운전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발전량을 분석하고 설
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내온도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
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동절기, 하절기 실내 
온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및 인재개발원은 공
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업무
시설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 유무에 따른 정부 기준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를 달성하기 위해 고효율 장비로의 교체, 시설물 절전 운영 
등 절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
사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불필요
한 지역의 조명을 소등하거나 설비의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고효율 기자재 도입·교체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분 활동사항 전력 절감량(kWh/년) 온실가스 절감량(tCO2)

운영개선

조명탑, 입국장 등 조명 절전 운영 2,860 1,367

심야시간 운항정보단말기 절전 운영 2,118 1,013

탑승동 BHS 지역 조명 절전 운영 1,821 871

수하물처리시설 무효전력보상장치 파라미터 변경 1,245 595

시설개선 노후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1,143 547

2021년 주요 에너지 절감 활동

고효율 LED조명 교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고효율 LED조명을 보급
해 2020년 여객터미널 내 조명등을 100% LED로 전환하였
습니다. 2021년에는 유도로 안내등 415개를 LED로 교체 완
료하였으며, 활주로 진입 섬광등 84개도 2023년까지 LED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종
사의 현위치 파악 및 이동경로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킴으로
써 항공기 안전운항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적인 LED조명 구매로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 독려 정책
을 적극 이행하고 있어,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LED조명 기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내온도 기준

여객시설 및 교육시설

20~24℃ 
이하

22~24℃ 
이상

업무시설
(공항청사 등 39개동)

20℃ 이하 26℃ 이상

업무시설
(그 외 부대건물 95개동)

18℃ 이하 27℃ 이상

동절기 하절기

2021년 에너지 절감 성과

구분
주요 에너지 이용 부서

합계
터미널기계팀 플랜트시설팀 수하물운영팀 승강시설팀 전력운영팀 전력계통팀

목표(TJ) 1,317 518 116 108 470 23 2,552

실적(TJ) 1,296 515 93 87 419 20 2,430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100

부서별 에너지 이용 실적(2021년 기준)

구분
시설개선 운영개선

합계
전력 전력 열

건수 17 32 2 51

감축효과(tCO2) 796 7,293 0 8,089

절감효과(100만 원) 165 1,519 179 1,863

투자비(100만 원) 4,112 0 0 4,112

항공산업 온실가스 저감 노력

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세계적인 항공운송량 증가로 국제항공운송 이산화탄소 배출
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
와 항공산업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공사도 바이오항공유 공급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 수소항공
기 상용화 대비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항공유 및 수소항공기 도입 대비 인프라 구축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항공기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소항공기 및 바이오 항공유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수소항공기는 Airbus에서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항공유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온
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대한항공, 에어버
스, 에어리퀴드와 공동으로 수소항공기 도입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2025년 2%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항
공유 공급 전략을 세우는 등 미래 공항운영의 환경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고자 합
니다.

수소항공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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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그린네트워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세먼지 저감과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
충, 공항환경개선을 위해 공항 및 주변지역에 녹색 숲을 조
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통해 2025년
까지 인천공항의 녹지는 20만m2가 확대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유휴지 마스터플랜 수립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우리나라
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 인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지역 내 미개발 유휴지
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 세계 공항이용객들에게 
아름답고 특색 있는 공항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항숲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를 점
차 확대해왔습니다. 2025년까지 공항 개발지역 및 유휴지 
녹지전환을 축구장 면적의 420배 규모로 확대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형성
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의 관광명소, 하늘정원

인천공항 및 공항 오는 길에 녹색경관을 연출하여 이용객에
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공항으로 오는 길에 위치한 하늘정원에는 계절별로 피
고 지는 꽃밭을 조성하여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실내에는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의 화단을 조성하고 녹색 공간을 지속
적으로 신규 조성하여 여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늘정원

녹지 확대 계획 유휴지 마스터플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실내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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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ro 인천공항

Megastation, 수소항공기 상용화, 바이오항공유 도입, UAM 상용화, UAM Vertiport 등이 실현되어 
Net-zero를 달성한 미래의 인천공항을 나타냈습니다.

*Net-zero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Megastation : 전기·수소 충전소, 편의시설,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시설
*UAM Vertiport : UAM 수직이착륙장

전기조업장비 & 충전인프라

바이오항공유

수소항공기

메가스테이션

UAM

UAM Verti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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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지표

분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에너지 사용량

전기

TJ

4,155 3,310 3,182

중온수 660 677 636

기타 178 130 100

합계 4,993 4,117 3,918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태양광(누계)

kw

5,868 7,351 10,497

지역(누계) 7,998 7,998 7,998 

합계 13,866 15,349 18,495 

전기차충전기 운영현황

급속(누계)

기

37 37 66

완속(누계) 11 21 22

합계 48 58 88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동

폐열생산량

ton

90,433 57,501 60,099

소내사용량 40,881 13,926 23,028

판매량 49,552 41,752 37,071

ENERGY

분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수자원 관리

용수 사용량 m3 2,293,037 1,142,106 1,039,272 

용수 원 단위 사용량 ℓ/매출액 0.84588 0.87567 0.868321

하수 발생량
m3

6,439,329 3,861,714 2,932,072 

재활용량 3,680,145 2,776,369 2,234,729 

중수도 
오염물질

COD(법적기준 : 20)

ppm

6.50 5.90 4.50

BOD(법적기준 : 10) 0.50 0.40 0.40

SS(법적기준 : 10) 0.60 0.40 0.20

TN(법적기준 : 20) 4.40 5.50 4.95

TP(법적기준 : 2) 0.20 0.22 0.26

용도별 중수 
재이용

도시재이용수(화장실세척용수, 
청소용수, 세척·살수용수)

m3

1,377,920 1,088,823 701,558 

조경용수 751,532 497,195 511,820 

공업용수 1,205,489 804,799 627,893 

기타 345,683 385,552 393,458 

합계 3,680,624 2,776,369 2,234,729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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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지표 중요성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를 기준으로 그린리포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기준으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 이슈 수집
• 외부 평가 항목 검토
• 미디어 분석

1

이해관계자 관심도
• 지속가능성 국제 표준 분석
• 미디어 리서치 분석
• 동종업계 보고 이슈
• 내부자료 검토

비즈니스 영향도
• 설문조사
• 주요 간행물에서 다루는 관련 이슈
• 사내정책

2

• 중요성 평가를 통해 핵심 이슈를 선정

3

이슈 풀 구성 이슈 분석 중요 이슈 선정

분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온실가스배출량*

직접배출량

tCO2

31,344 20,089 17,891 

간접배출량 230,375 189,364 179,094 

합계 261,719 209,453 196,985 

공항 및 주변지역 
대기 모니터링

아황산가스(SO2)

ppm

0.006 0.005 0.003

일산화탄소(CO) 0.500 0.500 0.600

아산화질소(N2O) 0.018 0.013 0.013

오존(O3)

㎍/m3

0.040 0.042 0.039

미세먼지(PM10) 45(40)** 39(38) 38(33)

초미세먼지(PM2.5) 27(23) 25(24) 21(21)

실내공기 
미세먼지 농도

실내주차장(법적기준 : 200)
㎍/m3

52 28 38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법적기준 : 100) 23 27 18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 측정결과
(소각로2기 평균값)

먼지(Dust)(법적기준 : 15) mg/m3 1.64 1.62 1.77

황산화물(SOx)(법적기준 : 18)

ppm

0 0 0

질소산화물(NOx)(법적기준 : 50) 5.99 3.86 4.26

일산화탄소(CO)(법적기준 : 50) 4.43 3.97 2.78

염화수소(HCI)(법적기준 : 12) 1.71 1.34 2.29

EMISSION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준
**미세먼지 예경보일 및 황사발생일 제외한 값

분류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폐기물 발생

일반 폐기물

ton

20,872 12,879 8,059 

지정 폐기물 1,825 1,654 1,402 

건설 폐기물 31,108 15,234 76,853 

합계 53,805 29,767 86,315* 

폐기물 처리

재활용량 38,163 19,651 80,078 

소각 13,968 7,655 5,134 

매립 1,669 2,461 1,103 

WASTE

*활주로 재포장 공사(2021~2024년)로 인한 건설 폐기물 증가

APPENDIX 환경성과지표·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결과

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전략 수립

➁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조직 구성

➂ 에너지 관련 교육 시행

	 (RE10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➃ 에너지복지 시행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등)

➄ 에너지 사용량 저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등)

➅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향상

➆ 항공기 탄소배출 저감(인프라 구축)

➇ 친환경 차량 전환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➈ 자원순환형 공항 조성

	 (폐기물 최소화·재활용률 향상)

➉ 수자원 관리(중수 재활용률 향상)

⑪ 실내 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저감

⑫ 소음관리

	 (소음 측정, 소음 영향권 이해관계자 지원 등)

⑬ 공항지역 녹지 조성

⑭ 생태계 보존, 보호종 보호조치

⑮ 석면 건축물 관리, 유해화학물질(제품) 관리

High

HighLow

1

11
12

5

3
14

2

10
4

13

6 8

15

7

9

비즈니스 영향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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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제3자 검토의견서

인천국제공항공사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검증대상   Validation Target

온실가스 배출 조직경계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며,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1,2여객터미널, 부대건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건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위치하는 외주업체 중 목표관리업체 및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검증범위   Validation Scope

조직경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원은 외부전기, 폐기물 소각, 이동연소, 취사용 LNG 등입니다. 

검증기준   Validation Criteria

검증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18-7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0호)’을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S Q ISO 14064-1 및 -3에 근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의 보증수준   Validation Assurance Level

본 검증은 지침에서 규정한 중요성 평가 기준인 ±5.0%를 적용하였습니다.

검증의 한계   Validation Limitations

검증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명세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샘플링을 통하여 합리적인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검증 대상의 성격과 정보의 산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많은 고유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기준
의 부재 및 적용 지침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검증팀 및 검증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검증의견   Validation Results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하여 검증팀이 발견한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피검증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수행하였으며, 검
증팀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팀은 중요한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
였으며, 지침 요구수준으로 충실하게 명세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인류는 지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ESG(환경·사
회·지배구조)의 국제적인 주류화는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21년 3월 3대 전략과 9개 전략과제
를 중심으로 수립된 ‘新비전 2030+’를 선포하였고, 이어 6월에는 ‘新비전 2030+’ 달성을 위하여 ‘ESG 경영혁신’을 선포하며 
ESG 경영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사는 환경 영역에서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며 재생
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린리포트 2022』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한 공사의 다각적인 노
력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공사의 이번 『그린리포트 2022』는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 기대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으
며,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기준으로 중요성 평가를 시행하여 중요 이슈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요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공사의 그린리포트는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측면
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인은 공사의 향후 더 나은 보고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또는 제언합니다.   

1.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는 국제적인 지지
를 받으며 정보공개의 표준으로 급속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표준이 될 전망인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설립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TC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고 2022년 내
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의 그린리포트도 이러한 TCFD에 기반하여 정보를 공시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보고서가 되
리라 믿습니다.  

2. 	공사는 2022년 2월 아시아 공항 최초로 RE100 가입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는 공항 전력사용량의 60%를, 2040년까지
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매우 바람직
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RE100은 선언보다는 실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2030년, 2040년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을 구체
적으로 만들어 해마다 계획 대비 이행도를 점검한 후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기를 권고합니다.

3. 	탄소중립, ESG의 주류화에 따라 그린워싱(green washing), 더 나아가 ESG 워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인 보고서(그린리포트, 사회
적가치실현보고서 등)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공사가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각종 환경 정보(계획, 목표, 활동, 성과 
등 정량적·정성적 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개와 기술과 관련하여 기존보다는 더욱 엄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권고합
니다. 

2022년 5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장

APPENDIX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제3자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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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Disclosures Page

Topic
Environmental Performance[GRI 300]

103-02 Management Approach 4

원재료

301-01 사용된 원료의 중량이나 부피 해당 없음

301-02 사용된 원료 중 재생 원료의 투입 해당 없음

301-03 제품 및 포장재 재생 원료 해당 없음

에너지

302-0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38, 45

302-0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45

302-03 에너지 집약도 45

302-04 에너지 소비 절감 17, 38, 39

302-0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17, 38

용수

303-01 공급원별 취수량 33, 45

303-02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33, 45

303-03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33, 45

생물다양성

304-01
보호구역 및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 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이트

해당 없음

304-0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

304-0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304-04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

-

배출

305-0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4, 35

305-0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4, 35

305-0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34, 35

305-0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4, 35

305-06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 해당 없음

305-0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46

폐수 및 폐기물

306-01 수질 및 목적지에 따른 폐수 배출 33, 45

306-0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33, 46

306-03 중대한 유출 해당 없음

306-04 유해폐기물 운송 -

306-05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역 -

컴플라이언스 307-01 환경 법규 위반 -

공급업체 환경평가

308-0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308-02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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