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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당신이
늘 오는 곳이기에

인천국제공항은 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더욱 꼼꼼한 체계로 입출국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다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 높은 공항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약속합니다.
국민과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늘 한결같이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안전하고 완전한 공항,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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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혁신성장

일례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브라운
씨는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개인 비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제권 시대를 열다
Airport Economic Zone

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온 그는 첨단
기술과 한국의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항
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인천국제공
항 인근에 있는 5성급 한옥 리조트에 짐을 풀고

글 편집실, 이아도

곧바로 미팅을 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자신이 원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

인천국제공항에 새로운 공항 시대 바람이 불고 있다. 항공, 물류, MRO, 관광 등

사가 있어 찾아간 것이다. 기분 좋게 계약을 마

연관 산업이 융합된 공항경제권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항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친 그는 숙소로 돌아와 인근 복합 몰에서 가족

도약하는 공항경제권. 이제 제3세대 공항 패러다임 변화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

에게 줄 선물을 샀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경제권역에 입주한 글로
벌 기업 영업 담당 매니저와 회의 겸 골프 약속

S CE N E # 1

이 잡혀 있다. 기업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바다가 보이는 홀을 돌며 골프를 친 그는 저녁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제권 구현 로드맵

2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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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3세대 공항으로 앞장서 가다

으로 정통 한식 코스를 맛보고 온천까지 즐겼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산업이 있다. 변화에 순응

예정대로라면 그다음 날 출국해야 했지만 일정

하는 산업, 변화를 이끌어가는 산업. 최근 인천

을 하루 미뤘다. 평소 좋아하는 한국 밴드와 영

국제공항공사는 ‘VISION 2030’을 선포하면서

국 밴드가 함께 인근 다목적 공연장인 아레나

후자의 위치에 설 것임을 명백히 했다. 2001년

홀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3월 첫 개항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그 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최소한의 동선으로 모든 걸

상을 공고히 해온 인천국제공항이 새롭게 세운

해결한 그는 완벽히 정비된 비행기에 올랐다. 시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3세대 공항으로 변신과

간이 곧 돈인 그에게 짧은 동선으로 최고의 성과

성장이다.

와 만족감을 안겨준 이번 일정. 그는 조만간 다

1세대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인프라

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비

구축에 매진하고 여객 내 편의 시설, 상업 시설

행기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축에 힘써온 시기다. 그다음으로 찾아온 것

B USI N E SS

은 2세대 공항이다. 운송과 쇼핑, 비즈니스가 결

도약기

강화기

확장기

합된 공항은 여가를 즐기고 엔터테인먼트 기능
을 겸비한 복합 문화 공간(Airport City)으로 거
듭났고, 인천국제공항은 이에 최적화된 공간으

경제권 인프라 계획 수립

공항경제권 로드맵 고도화

로 글로벌 리딩 공항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 성
공했다.
인천국제공항은 3세대 공항으로 공항산업 생태

공항경제권 MP 수립

타깃 기업 유치

타깃 기업 유치 진행

계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항경제권’이다. 그렇다면 공항경제
권이란 무엇일까?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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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경제권역

김포시

•글로벌 접근성에 기반한 산업 거점
•배후 지역까지 확대한 경제활동 거점
•Aerotropolis, Airport Corridor

공항 패러다임 전환 - 3세대 공항

3세대 공항
공항산업 생태계 중심

공항경제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시작

전혀 다른 3세대 공항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공항경제권이란 일례 그대로다. 한마디로 공항

그렇다면 그간 공항경제권을 조성한 공항이 없

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고 융합된 거대

었던 것일까? 해외 공항의 경우 공항경제권을

한 경제권역을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든 몇몇 사례가 있다.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은 스키폴공항공사와 암스

첫째, 항공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통해

테르담시, 주정부, 할레메미어 자치단체가 25%

다양한 경제활동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시너

씩 출자해 개발회사(SADC)를 수립한 뒤 공항경

강화군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지 확보가 가능한 경제권역을 일컫고, 둘째, 상

제권을 조성했다.

호 보완적인 적합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공간적

미국 멤피스공항은 페덱스 월드 허브를 앵커로

으로 연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배후 권역을

활용해 페덱스 콜드 체인 센터(FedEx Cold Chain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Center), 화물 처리 시설, 배후 물류 단지 등을 조

즉 공항 인프라와 연관 경제활동, 글로벌 비즈니

성했다. 여기에는 22개국 130개 글로벌 기업이

스 환경이 더해짐으로써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입주해 직접 고용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성공적

만들어지는 것을 공항경제권이라고 지칭하는

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한 사례로 꼽힌다.

것이다. 이는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던 항공 본

프랑스 샤를드골공항과 중국 정저우공항 역시

연의 역할에서 크게 확장된 것으로 공항을 중심

각각 ‘공항도시 프로젝트’, ‘공항경제구역’이라

으로 새로운 경제활동과 투자 환경이 조성되며

는 이름으로 산업 단지와 복합 시설을 지어 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동구

부평구

옹진군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시흥시

직접경제권

2세대 공항

•운송·쇼핑·비즈니스 결합

배후경제권

•규제자유특구(규제 프리존)

•일반행정구역

•GDC, Fulfillment Center

•규제 완화

•무비자 입국, 영어 공용화

•직접경제권 연계 배후 산업 중심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겸비한 복합 문화 공간		
(Airport City)

•기초 부품 공급 및 소재 개발 등

산업 분야별 최상위 단계 산업 유치를 통한

항공 수출 관련 제조업 및 기초 부품군

공항경제권 전반 앵커 역할 수행

교육·연구 개발 산업 등 직접경제권 배후 산업 기반 조성

첨단 조립 가공

1세대 공항

GDC

국제회의

인근 도시 관광

부품 소재

제품 공급

인력 공급

(위) 스키폴공항공사와 암스테르담시, 주정부, 할레메
미어 자치단체가 25%씩 출자해 개발회사를 수립한 뒤
공항경제권을 조성한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 인프라
•여객터미널 내 편의·상업 시설

(아래) 페덱스 월드 허브를 앵커로 활용해 페덱스 콜드
체인 센터(FedEx Cold Chain Center), 화물 처리
시설, 배후 물류 단지 등을 조성한 미국 멤피스공항.

복합 리조트

M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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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백령도

영종도

송도

광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비즈니스·R&D 허브
•인천국제공항 자체가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글로벌 Aviation Town, 초대형 R&D 및
교육 훈련 단지, 항공기 금융 지원 단지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첨단산업 허브
•4차
 산업 중심의 융·복합 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제조 산업의 ‘혁신을 리드하는
산업 단지’ 역할 수행

The Leading Value Creator
Incheon Airport Economic Zone

공항경제권 - 적합 업종 선정을 통한 4대 허브 조성

공항 중심 4대 산업 허브 조성으로

쉽지 않은 구현, 하지만 포기란 없다

4대 산업 허브 조성으로 만드는

국제공항에 최적화된 물류 시설 운영 체계와 모

그렇다면 우리의 공항경제권은 앞서 언급한 글

새로운 경제가치

델을 수립해 전자상거래 증가와 유통 프로세스

로벌 공항의 경제권과 어떤 차별화 정책이 있는

앞서 언급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화된 물류 시설 및 운영

것일까? 공항경제처 백현송 처장은 “광범위하

다음은 공항 중심의 4대 산업 허브를 조성할 차

방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게 경제권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인천국제공항

례다. ‘비즈니스·R&D 허브’, ‘첨단산업 허브’, ‘관

첨단산업 허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4차 산

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광·물류 허브’, ‘항공지원 허브’가 그것이다.

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가 융·복합 첨단산업

스키폴공항, 창이공항 등은 공항 기능을 중심으

먼저 비즈니스·R&D 허브를 살펴보자. 이는 한

중심으로 변화할 것을 예상해 경박단소형 조

로 주변 지역에 물류나 국제 글로벌 기업의 헤

마디로 인천국제공항 자체를 거대한 비즈니스

립 가공 산업과 바이오테크·신소재·에너지 산

드쿼터, 항공과 관련한 금융 등을 연계해 개발

플랫폼으로 만듦으로써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를 만

했지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단순히 공항 주변

조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Aviation Town 조성,

드는 것이다.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영종

글로벌 Trade Market 조성, 초대형 R&D 및 교

마지막으로 항공지원 허브가 있다. 이는 항공

도 전체는 물론 배후경제권으로 인천광역시까

육 훈련 단지 조성을 비롯해 항공기 금융 지원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산업 환

지 아우르는 대형 경제 사업을 지향한다는 것

단지 조성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항

경 변화, 국내 MRO 산업의 한계점을 종합적으

이다. 이는 당연히 향후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

공 관련 산업의 집약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

로 고려해 MRO 중·장기 추진 체계 수립 및 인

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 진행 방식과 정부, 지자

출할 전망이다.

천국제공항 환경에 부합하는 MRO를 조성하는

체, 기업 및 기관과 협업 역시 더욱 정교하고 치

관광·물류 허브는 대표 랜드마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은 더 큰 영역으로

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갖

것으로 시작된다.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을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글로벌 항공사들 역시

는다.

활용할 이 랜드마크는 상업-호텔-문화예술-비

우리 공항경제권에 편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략적 설명만 봐도 공항경제권 사업은 완수까

즈니스가 융합된 복합 시설로, 기존 개발 시설

MRO 기반 시설의 선제적 개발과 함께 글로벌

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기관과 기업

과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경제가치 상승을 주

전문 MRO 기업 및 교육기관을 유치해 협업하

의 이해관계는 물론, 관련 법규와 제도가 거미줄

도하게 된다. 또 영종-강화-송도를 연결하는 휴

면서 미래의 MRO 인력을 양성하고, 레저·비즈

처럼 엮여 있어 이를 하나씩 풀어가고 합치점을

양관광 벨트를 조성해 공항 중심의 관광산업 벨

니스 항공기 수용 대응을 목적으로 한 FBO 시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GDC클러스터,

설을 조성해 향후 복합 리조트의 VIP 고객을 추

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 콜드 체인 및 인천

가로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그러므로 공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해 선결해
야 할 과제가 있다. 공항경제처가 제시한 것은
바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제도 개선, 거
버넌스(Governance)다.
관광·물류 허브

항공지원 허브

•대표 랜드마크 개발 및 공항 중심
관광산업 벨트 조성
•전자상거래 증가 및 유통 프로세스
변화에 대응한 전문화된 물류 시설,
운영 방식, 시스템 조성

•산업 환경 변화, 국내 MRO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MRO 중·장기 추진
체계 수립
•MRO 기반 시설 선제적 개발과 글로벌
전문 MRO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공항경제처는 경제권역을 구분하고 적합 업종
을 선정하며 유치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
활동을 하는 ‘마스터플랜’과 경제권 추진 행정
체계, 사업인허가 체계, 현행 규제 분석 및 개선
사항 발굴, 규제 프리존, 법률적 추진 체계를 준
비하는 ‘제도 개선’, 그리고 공항경제권 추진 협
의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투자자를 한데 모

적합 업종 선정 프로세스
글로벌 산업 환경 분석

은 ‘거버넌스’ 과제를 수립해 공항경제권을 성
공항 네트워크와 연계

수요 창출 가능한 업종 선정

공적으로 이끌 첫발을 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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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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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제권,

2030년도 분야별 파급 효과

국가 경제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진화
공항경제권 추진에 대한 기대 효과는 상상 이
상일 것으로 전망한다.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못

고용
유발 효과

매출

한 매머드급 경제권을 완성한다면 이는 인천국
제공항뿐 아니라 지역 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

공항경제권 추진 업무는 사내 부서와 협업은 물

제에 막대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론 많은 외부 기관과 협업을 중요한 관건으로

보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 현재 타 부서와 다양한 소통으

비즈니스·R&D, 관광·물류, 항공지원, 첨단제조

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등 공항경제권 사

를 통합하면 직접경제권 내에서만 경제적 효과

업을 순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공항경제처 직원

가 11조 원, 취업 유발 효과가 5만3,000명으로

들.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오가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의 날갯짓이 일으킬 효

는 인천국제공항을 도착지나 출발지로서의 효

과는 가히 독보적으로 보인다.

용을 넘어 공항경제권 산업이 융합된 복합 공간

이뿐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제권역의 성공

으로 개발된다면 과연 어떤 창출 효과가 일어날

은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서 국토 균형 개

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 중이다.

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영종도라

공항경제권 추진으로 비즈니스 산업이 곳곳에

는 도서 지역 개발을 통한 성장, 남과 북의 중간

자리한 인천국제공항 경제권역은 상업성을 넘

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향후 통일 한국 시

어 공공성도 창출한다.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

대의 지원 교두보로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

공성이 더해져 직·간접 고용 등 취업 유발 효과

측할 수 있다.

는 약 5만3,000명으로, 비즈니스·R&D, 관광·

공항경제권 시대는 이미 막이 올랐다. 지난해

물류, 항공지원, 첨단제조로 일어나는 생산 및

에 발족한 공항경제처는 공항경제권 마스터플

부가가치 유발의 경제권 효과는 11조 원가량으

랜을 수립했고, 타깃 기업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상업성과 공공성을

뛰어들 계획이다. 2021년, 공항경제권 로드맵

더불어 눈에 띄는 공항경제권 추진에 대한 기대

이 고도화되면 타깃 기업 유치는 더욱 탄력을

는 국가 경제에 거대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은 처음부터 사람을 실어 나르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이자 경제성장의 모멘

화물을 처리하는 공항의 전통적 기능에서 벗어

텀을 마련할 정도로 광대한 공항경제권, 그렇기

나 그보다 앞선 단계를 보여주는 첨단 공간이었

에 향후 수많은 난상 토론과 협의, 논쟁, 선택과

다. 화물 운송 세계 3위, 여객 운송 세계 5위라

결정 등이 한데 모여 예상보다 많은 각오가 필

는 수치는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이 이미 세계적

요한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자전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거에 올라탄 이상 모두의 선택은 하나다. 공항
경제권이 불러올 어마어마한 경제가치를 포기
할 수 없다는 것,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사
명감과 성취감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경제 역사
에 큰 획을 긋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달리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공항경제권 시대다.

류

2조 8,000억 원

9,000명

M R O

2조 5,000억 원

1만 1,000명

관

5조 8,000억 원

3만 3,000명

물

광

2030년도 파급 효과 총합 비교
공항
경제권

VS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출

11조 원

6조 원

고용 유발 효과

5.3만 명

6.5만 명

매

인천광역시 8개 산업 단지 파급 효과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영종도 중심 광역 경제권 기반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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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
Inter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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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다

17

공항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있는 추진 전략을 만들고, 이와 연관된 정부부

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미주

공항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여객이나 화물을

처,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

를 잇는 연결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

운송하던 전통적 공항에서 벗어나 공항과 관련

나 협의체를 만들며 틀을 짠다. 또 복잡하게 얽

다.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를 아우르는 공간의

한 수많은 사업이 집적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경

힌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개별법을

복합 몰에서 특별한 쇼핑을 하고, 아레나홀에서

미래사업본부 공항경제처 백현송 처장

제가치를 창출해내는 신개념 공간으로 거듭나

한데 묶어 법률적 추진 체계 수립도 추진한다.

콘서트를 보고, 휴양과 골프를 즐기면서 비즈니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고 있는 것이다.

복합도시개발팀은 리조트, 골프장 등 시설을 유

스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인천공항에 오는 것 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경제처를 한마디로

치 및 운영하고 공항경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계

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바라는 미래

설명하자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를 만

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리드

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들어내는 곳입니다. 공항에는 여객이나 화물을

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시설개발팀

원대한 계획 안에서 공항경제처는 2020년에

중심으로 공항과 연관된 항공사, 물류회사, 항

은 공항의 안전이나 정비 분야에서 통합된 서비

좀 더 명확한 성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구상

공을 지원하는 MRO와 FBO 등이 있습니다. 이

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 단지와 자

하는 개념에 따라 투자자를 구체화하고 분야별

러한 다양한 연관 산업이 공항을 중심으로 모

가형 항공기 터미널(FBO) 부지를 확보해 사업

로 그 업종의 앵커가 되는 투자자를 직접 접촉

여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것

자 및 투자 유치 업무를 하고 있다.

해 앵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까지 이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경제처’라는 새로운 부서가 탄생
했다.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공항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는 막중한 책무
를 띤 공항경제처는 과연 어떤 곳일까. 신설 처를 이끄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미래사업본부 공항경제처 백현송 처장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S CE N E # 2

어지길 바라는 것.

이죠. 저희 공항경제처는 바로 그런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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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E R VI E W

제가치와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

인천국제공항 방문이 목적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국민

입니다.”

공항경제처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경제

이 다양한 경험과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공항경제처는 경제권기획팀, 복합도시개발팀,

권종합추진계획을 완성했다. 공항 중심의 4대

있는 것을 상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항공시설개발팀 등 총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기

산업 허브 조성으로 광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 역시 공항 이용자로

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공항경제의 밑그림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

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항이 국가 경제성장의

을 그리던 인재들이 공항경제처라는 새로운 부

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글로벌 수준의 비

모멘텀이 되는 데 한 축을 담당해주시면 감사

서로 집결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공

즈니스 교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굵직한 목표

하겠습니다.”

항산업 생태계가 중심이 된 3세대 공항의 필요

아래 세부 계획을 완성한 것이다.

“책임감 있게 잘해보겠다”라는 굵고 짤막한 백

성을 인지하고 공항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함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제권은 지역 경제뿐 아

현송 처장의 각오가 깊고 선명한 신뢰를 불러일

으로써 First Mover로 도약하고자 하는 전사적

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으킨다.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서 국토 균형

의지가 그 출발인 것이다.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개발 효과까지 강화할 공항경제권. 그 시작과

공항경제처 세 팀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경제권

5만3,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과정, 성과를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그 어디에

기획팀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데 큰 역

도 없던 공간을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제권의 핵심 요인은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차별화된 상상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은 단기간에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팀원들이 공항경제권의 방향과 목표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걸 공감한다면 순간 겪는 좌절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BEYON D G RO 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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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열정으로 리드하다

2020년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간 유사한 사례와 개념은 있었지만 공항경제권이라는 이름 아래

공항경제처 경제권기획팀

이 모든 시도의 근간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공항경제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경제권역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설된 미래사업본부 공항경제처 경제권기획팀은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공항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다
지난 7월, 공항경제처 경제권기획팀에 가장 먼
저 발령을 받은 사람은 김명진 팀장이었다. 제
대로 된 자리도 없이, 팀원 하나 없이 홀로 앉아
공항경제권을 상상하던 그를 압도한 것은 이 거
대한 업무를 어떻게 상상하고 어떤 식으로 진

S CE N E # 3

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이후 추가로 발
령을 받은 3명의 직원과 머리를 맞대었지만 제
대로 된 업무 분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사람은 모든 일을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일하며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경제권기획팀은 초기와 완
전히 다른 분위기의 팀으로 거듭났다. 그새 각
팀에서 모여든 7명의 직원과 함께 업무를 효율
적으로 나누고 각자 그에 맞는 역량을 십분 발
휘하며 대내외적 소통과 협업으로 성공적인 첫

3

발을 뗀 것이다.
현재 경제권기획팀 직원은 총 8명. 김명진 팀장
을 필두로 임훈 차장, 유상원 과장, 임희정 대리,

I N T E R VI E W

신영진 대리, 김교민 사원, 김준기 사원, 지혜진
사원이 그들이다.
“세계적 사례를 살펴봐도 유사한 경우는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처럼 초기부터 계획을 수립해 체계
적으로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 경우는 없습니
다. 그간 전 세계 공항은 오직 공항 안에만 집중
해 공항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
가, 여객 서비스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화물을 얼
마만큼 유치할 것인가만 고심했다면, 공항경제
권은 여러 산업을 공항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거
대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Scene #3
Intervi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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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진 대리, 랜드마크 개발과 마케팅 관련 업무

고 처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털어놓

결과물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컸다.

를 담당하고 있는 김교민 사원, 마케팅 툴 제작

았다. 그것은 공항이 가진 법적 권한과 역량을

“지난해 6개월간 직원들이 합심해서 자체적으

업무를 맡고 있는 김준기 사원, 공항경제권 총괄

뛰어넘는 이 거대한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

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외부 도움

부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혜진 사원 등

을까 하는 의구심과 관련한 것이었다.

없이 공항경제권 계획을 자체 수립했다는 것은

이 모여 뿜어내는 에너지가 범상치 않은 이유도

임희정 대리는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우리 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 그 수

바로 이 역량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생기다 보니 다른 사람은 물론 나조차 생소했

립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다. 나 자신을 설득하면서 구체화해나가는 작업

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겉으로 드러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 힘들었다. 지금은 공항경제권이 꼭 필요한 사

성과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

김명진 팀장은 경제권기획팀을 두고 “젊은 팀”

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팀원 모두

이라고 말한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우리의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같이 보여주는 게

가 공항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자기 역할의 어려움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최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해 팀원들에게 깊은 공

있다는 것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을 다하는 혈기 넘치는 팀이라는 것이다.

감을 샀다.

경제권기획팀 팀원들은 모두 개별 퍼즐 조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수준보다 뛰어넘게 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갖고 있는 인재들이다. 완성된 퍼즐에서 자신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다

퍼즐 조각이 빠진다면 그 또한 무너진다는 걸 누

(웃음) 우리가 공항경제권을 꼭 해야 한다는 필

스스로를 설득하고 공항경제권을 완벽히 이해

구보다 잘 알기에 이들의 탄탄한 조직력은 경제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체계

한 팀원들은 지난 10월,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

권기획팀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다.

적으로 협업도 잘되고 있어요. 다만 남은 것은

는 데 성공했다.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종합추

Aviation Town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훈

회사 내부에 기존에 해오던 일에 대한 관성이 있

진계획안을 완성함으로써 향후 공항경제권 추

차장, 랜드마크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다는 것입니다. 모든 혁신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

진 계획부터 일정까지 커다란 골격을 완성한 것

유상원 과장, 경제권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진

인데 그런 부분을 설득해내고 회사 전체가 같은

이다. 이는 공항경제처의 행보에 중요한 초석이

행 중인 임희정 대리, 추진 협의체를 맡고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까

임훈 차장

임희정 대리

되는 것은 물론, 팀원들이 힘을 합쳐 낸 첫 번째

김명진 팀장

김명진 팀장과 팀원들은 이 원대한 계획을 접하

공항경제권 수립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미미하지만

신영진 대리

유상원 과장

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팀장은 다른 팀의 업무는 공사가 단독으로 할
김준기 사원

김교민 사원

지혜진 사원

유상원 과장도 소견을 보탠다. “변화를 어색해

지난 2월, 백현송 처장과 함께 공항경제권과 관

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비전을 갖

제1여객터미널 앞에 대규모 랜드마크 콤플렉스

할 수 있지만 함께 더 좋은 공항을 만들어간다

련해 미국으로 첫 출장을 다녀온 임훈 차장은 거

고 있다는 점에 상대방이 대단히 놀랐어요. 더불

구현의 시발점을 마련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성

는 공동의 고민과 목표만 있다면 더 좋은 결과

대 기업 아마존, 교통 관련 혁신 기업, MRO, 토

어 저희가 그런 부분의 사업 유치를 위해 인센

과를 계획하고 있다.

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막내 지혜진

지 개발 회사들과 미팅을 한 소감을 ‘가능성’이

티브라든가 관련 장점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그린

사원이 이 와중에 “타 부서에서 매우 협조적이

라는 한마디로 표현했다.

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

미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외부 고객과

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는 인

“각 기업과 공항경제권이라는 우리의 글로벌한

기로 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간다면 조만간 글로

공유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 설득해

사를 남겼다.

프로젝트에 파트너 형태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벌 기업을 인천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공항경제

2020년, 경제권기획팀은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하고 있습니다.”

권이란 이런 것이고 미래 생존을 위해 꼭 필요

종합추진계획에 의거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

공항은 터미널과 활주로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

공항을 넘어선 가치 창출로 공항 중심의 새로

한 실질적 목표라는 걸 전사적으로 이해해주시

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리는 그런 공항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

운 경제권을 수립할 준비를 마친 경제권기획팀.

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있는 것이 많은 반면, 경제권기획팀은 계획한
다고 해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 사내 부서와 협업은 물론 다양한 외부 기
관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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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DLE SS DISCO VERY

피플 인사이드

봄의 따스함을 닮은 사람들
공항에 생기를 불어넣다
인천국제공항 시설본부 공항시설처 조경팀
글 은수정·정수희 사진 한상무

24

25

공간마다 계절마다
다른 조경 콘셉트로 여객을 맞이하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T1, T2는 서로 다른
콘셉트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T1의 키워드는 전
통 디자인이 강하다. 커브사이드 지역에 소나무
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으로서 한

인천국제공항에 봄이 내렸다. 시린 겨울을 지나 첫 싹을 틔운 새싹이 반갑다.

국의 자연을 담은 길을 조성했다. 또 임해매립지

계절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극복이 가능한 소나무와 왕벚나무 등 수목 식재

인천국제공항 내 첫 봄의 기운은 여기에서 나온다.

를 활용해 전통미를 살렸다.
이와 달리 T2는 ‘비상’의 의미를 담아 수직과 직
선을 살려 고유의 자연환경으로 디자인했다. T2
에 방문했을 때 강한 환영의 인상을 받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간마다 계절마다 다
른 조경 콘셉트로 조성한 인천국제공항 시설본
부 공항시설처 조경팀의 철저한 기획·유지·관리
로 만들어진 것이다. 환경 친화적 공항으로 ‘공
원 속 공항’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랜드마크 생
성을 위해 힘쓰는 조경팀은 또 한번 쉴 새 없이
움직인다. 2020년 공항 내 봄맞이에 앞서 초록
빛 생기를 불어넣으며 인천국제공항만의 색다
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진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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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조경시설 유지관리와 여객터미널 계절 장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국장에는 다양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단마다 계절별로 콘셉트가 다릅니다. 암석원, 장미, 분수 시설 등 공간의 콘셉트가 나뉘어 있죠.
1단계부터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온실 화단은 아기자기한 정원 속 작은 텃밭을 모티브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0년을 맞이해 밀레니엄홀의 화단을 ‘비상하는 인천국제공항’ 콘셉트로 연출했는데,
연출 공간을 소나무 위까지 확장해 1·2·3층에서 모두 조망 가능한 오브제를 설치했습니다.
공항 조경답게 비행기가 지나갈 때 생기는 비행운을 함께 연출해 디자인했습니다. 곳곳에 마련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도 있어요. 여객은 물론 상주 직원 분들에게도 즐길 거리를 선물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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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건설을 마친 뒤 조경 유지관리를 이어가며 실내외 조경을 비롯해 조경과 관련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 내 T2 조경 시설 유지·관리 용역과 하늘정원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정원은 봄과 가을, 연 두 차례에 걸쳐 공항을 방문하는 여객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또 T2 실내의 노드가든과 큐팁화단, 나래뷰가든은 공원 분위기를 연출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랜드마크 뷰로 봄에는 유채꽃밭을, 가을에는 코스모스꽃밭을 꾸리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휴식하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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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마음을 정화하는 공간

나래뷰가든
T2 교통센터 2층에 자리한 나래뷰가든은 빛으로 감싼 공간이다.
238m2의 광장 같은 공간으로 약 160그루의 나무와 약 8,500본의 다
양한 식물이 녹지 화단을 조성해 시원한 개방감과 청량감을 준다. 공
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순수하게 공항을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쉼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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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홀(랜드사이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T1의 메인 조경 공간으로 1층 입국장에 자리하

조
경
팀

고 있다. 다채로운 영상으로 시각을 사로잡는 미디어타워를 중심으로 아
래는 공항과 문화를 잇는 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올봄에는 ‘비상하
는 인천국제공항’을 테마로 비행기, 열기구, 비행운 등을 모티브로 한 조경
을 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차
장
(왼쪽) 노드정원·큐팁정원(에어사이드)
T2 출국대기 지역에 조성한 노드정원은 대형 녹지 공간으로 에어
사이드의 메인 조경으로 손꼽힌다. 높은 소나무와 벽면 녹화 그리

조경팀 업무 중에는 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식물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편안한

고 빛을 활용한 연출로 여객의 눈을 사로잡는 이곳은 출국여객을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객이 입출국할 때 휴식 공간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조경이

식인 ‘화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계단식 화단으로 출국대기 중

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랜테리어가 중요한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진입 도로 경관에 대한 이미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화물 IC 녹지대의 오션뷰, 갈대, 바위 등 지역
소재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2018년 9회 대한민국 조경문화 대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건축과 조경의 조화는 공항의 첫인상입니다. 여객은 물론 직원에게도
생기를 주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공연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큐팁정원은 한국 전통 정원 양
인 외국인 여객에게 한국 화단의 품격을 전한다.

(오른쪽) T1 입국장 화단
계절마다 다른 콘셉트의 화단을 운영해 각 계절에 피는 새로운 꽃
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한다. 온실, 선인장, 암석원, 장미, 분수 시설 등
다양한 경관 연출과 계절별 다른 꽃으로 한국을 첫 방문한 여객에
게 이벤트적인 조경을 선보인다.

EN DLE SS DISCO VERY

지금, 여기, 선재도·영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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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곁 먼저 내딛은 봄이 건네는
계절마다 다른 초대장
인천 선재도·영흥도
글 진희수 사진 한상무

때마다 열리는 바닷길, 풍성한 모래사장, 감성적인 가게.
작은 섬으로의 초대에 선재도와 영흥도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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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뻔한 작은 섬의 기적

벌로 뒤덮여 있는데, 특이하게 목섬으로 들어가

길이 열린다. 바다 위 다리를 건너 자유롭게 오

는 길만 모랫길이다. 조개껍데기가 섞인 모래가

간다. 다리에서 보는 섬의 정취는 뱃길과는 또

목섬까지 이어진다. 천천히 바닷길 산책을 나서

다른 냄새가 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두 시간

본다.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잔잔한 파도 곁에는

이면 도착하는 여행지. 작은 섬이지만 큰 기적을

갯벌이 가득하다.

보여주는 선재도(仙才島)다.

선재도 주민들은 이 길을 ‘목떼미’라고 불렀다.

선재도는 그 이름에서 짐작하듯, 해변의 굴곡이

사람의 목덜미를 닮아 이름 붙었다고 한다. 옛

아름답고 물이 맑아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고

사람들도 이 길을 기적이라 불렀을까. 목떼미가

춤췄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2012년 미국

펼쳐지면 배 없이 나가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던

CNN 여행 전문 사이트 CNN GO가 선정한 ‘대한

이 길은 그들에게 자연의 작은 선물이었을 테다.

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3’ 중 당당히 1위를

썰물이 가장 심할 때는 목섬을 지나 한참을 걸어

차지했을 정도. 어쩌면 즐길 거리가 많은 대부도

나가야 파도를 만날 수 있는데, 모랫길 저 끝 지

와 영흥도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잊힐 뻔한 작

점까지 걸어가다 보면 바다의 첫 지점을 만난다.

은 섬이 외국인 눈에는 그리 예뻐 보였나 보다.

단단한 모랫길이 걸음마다 든든하게 받친다. 모

조그만 섬에 사람이 모인다. 그 중심에는 목섬이

랫길 양쪽에서 파도치는 바다가 봄날을 부른다.

33

있다. 목섬은 아주 작은 무인도로 섬 안에 또 다
른 섬이라 불린다. 이 섬이 특별한 이유는 매일

봄을 잊은 그대에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구와 달이

영흥도(靈興島)는 2011년 영흥대교가 세워지

서로를 밀고 당기다 하루 두 번 만드는 썰물. 썰

면서 뱃길이 사라졌다. 대부도와 선재도를 거쳐

물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모랫길이 열린다. 예로

영흥도까지 다리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

부터 굴과 바지락 생산지인 선재도는 사방이 갯

은 더욱 오간다. 바닷길이 만든 곳에는 생명이

2
3
1.

2.	
선재도 목섬에는 하루 두 번 길이 열린다. 썰물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모랫길이 나타난다.
3.	
바닷물에 잠겼다 물이 빠지면 뿌리까지 내놓는 전신주는
선재도의 또 다른 매력이다.

1

길이 열린다. 바다 위 다리를 건너 자유롭게 오간다. 다리에서 보는 섬의 정취는 뱃길과는 또 다른 냄새가 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는 여행지. 작은 섬이지만 큰 기적을 보여주는 선재도(仙才島)다.

대부도에서 선재대교를 지나면 선재도마을이 보인다.

바닷길이 만든 곳에는 생명이 가득하다. 봄을 품고 나온 작은 기적들.
선재도에서 영흥대교를 지나 영흥도 동쪽으로 들어오면 길고 널찍한 갯벌이 반긴다.
그 앞으로 길마섬이 보인다. 길마섬으로 가는 길목에는 굴 무덤이 한가득이다.
어민들이 손으로 직접 채취하고 남은 하얀 껍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질퍽한 갯벌이 어서 들어오라는 듯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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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영흥도의 즐길 거리

길마섬

선재도에서 영흥대교를 지나 오른편으로 이

십리포해수욕장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의 소사나

목섬

선재도 목섬은 밀물이 들어오면 나갈 수 없

동하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다. 그 앞에 길마섬이 있다.

무 군락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품고 있다. 영흥도는 한국전

다. 그런 만큼 종종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바닷물이 빠지면 길마섬까지 끝없이 뻗은 갯벌이 이어진

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전초기지였다. 십리포해수욕장의

섬 안에 갇혀야 자유로운 마음, 목섬의 아이러니한 매력

다. 영흥도 내리어촌계 생태 체험장인 이곳은 여름에는 바

소사나무 군락지에서부터 망재산 소나무 숲길까지 십리포

이다. 바다가 길로 변하는 자연의 기적, 1km가 주는 자유

지락을, 겨울에는 굴을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

숲마루길을 걷다 보면 산돌뿌리에 도착한다. 인천상륙작

의 선물이다. 목섬 옆 선재대교 아래에는 소박한 벽화 골

이지 않는다. 밀물 때가 되면 섬 전체가 물살이 빠른 파도

전 최초 상류지 터가 남아 있는 곳이다. 섬 남쪽에는 작전

목이 자리한다. 벽화 골목 옹기종기 모인 집 사이로 정겨

에 에워싸이니 조심해야 한다.

에 참가한 군인들을 기리는 해군영흥도전적비가 서 있다.

운 그림이 펼쳐진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734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영흥대교를 지나면 보이는 영흥도 진두선착장과 일대.

가득하다. 봄을 품고 나온 작은 기적들. 선재도

십리포해수욕장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해변과

에서 영흥대교를 지나 영흥도 동쪽으로 들어오

어울린 소사나무 군락지다. 구불구불한 나무의

면 길고 널찍한 갯벌이 반긴다. 그 앞으로 길마

손길이 따뜻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내리는

섬이 보인다. 길마섬으로 가는 길목에는 굴 무

햇빛의 무늬에 여유라는 단어가 풍긴다. 이곳은

덤이 한가득이다. 어민들이 손으로 직접 채취하

약 150년 전 영흥도 주민들이 바닷가에 심은 방

고 남은 하얀 껍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발 한

풍림으로 시작했다. 방풍림은 바람을 막는 수풀

발 내딛을 때마다 질퍽한 갯벌이 어서 들어오라

이라는 뜻으로,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

는 듯 반긴다.

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림이다. 한 그루 두 그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십리포해수욕장으로 떠

루 심어 가꾼 소사나무는 어엿한 숲이 되었다.

난다. 십리포해수욕장은 아담한 규모지만 골고

이곳의 소사나무는 수목원에서 자란 소사나무

루 다 갖춘 갖은 매력으로 사람들을 당긴다. 봄

와 달리 이리저리 뒤틀리며 울퉁불퉁 뻗어 있

날의 잔잔한 파도와 선선한 바람으로 바다 산책

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고단한 삶처럼

을 즐기기에 알맞은 온도, 연을 날리는 아이들,

뒤엉켜 있는 나뭇가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모래사장을 걷는

늘이 되어준다. 옛 사람들이 내려준 소중한 자연

연인들. 저마다 봄 바다를 누린다. 바다 너머로

보석, 150년 전 봄에서부터 에둘러 온 오늘날 봄

보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대교의 풍경은 또

날까지, 작은 섬의 기적은 섬 곳곳에 있다. 봄을

다른 결을 이룬다. 하늘 위에는 비행기가, 바다

잊은 그대에게 그들이 건네는 작은 위로의 이야

위에는 윤슬이 반짝인다.

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영종도

십리포해수욕장
길마섬

영흥도

영흥대교

선재도

선재대교

측도 목섬

선재도·영흥도 가는 길
자동차 인천국제공항 → 제2경인고속도로

측도

측도(測島)는 선재도 옆에 있는 작은 섬으로, 하루 두 번 썰물 때에는 선재도와 연결된다. 무인도인 목섬과 달리 측

(인천대교)(16.3km) → 서해안로(6.8km) → 대

도에는 약 3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선재도에서 측도를 가득 품었던 바닷물이 빠지면 금세 길이

부황금로(13.7km) → 대선로(8.6km)

열린다. 물때가 걷힌 자리엔 꼬불꼬불한 자갈길이 낮은 언덕처럼 나타난다. 자갈길을 따라 사람과 차들이 오고 간다. 차를 타

대중교통 공항 7000(인천국제공항 1층 입

면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사각거리는 자갈을 밟으며 걸어가는 것도 운치를 더한다. 파도에 바닷물이 밀려와 돌을 덮치

국장(T1)) 탑승 → 좌석 790(모아아파트, 세종프

고 물이 빠져 나갈 때 부딪치는 소리는 자연이 주는 묘한 아름다움이다. 바닷물에 잠겼다 뿌리까지 내놓은 전신주는 측도의

라자) → 드무리해변정류장 하차

또 다른 매력이다. 태양이 어스름하게 질 무렵, 이 길을 걷다 보면 지금껏 보지 못한 색다른 바다를 마주할 것이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EN DLE SS DISCO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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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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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명인 1호 김년임 명인의 손맛

가
족
회
관

1980년부터 전주에서 비빔밥을 만들어온 가족회관은
인천국제공항에 최초로 분점을 냈다. 인천국제공항이

대를 이은 손맛

그곳에 가면 노포가 있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지니는 상징성과 대한민국 한식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는 취지에 부응한 것이다. 전주음식명인 1호, 전북무형
문화재 39호 등으로 지정된 김년임 명인이 처음 시작
한 가족회관의 전주비빔밥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직접 만든 쇠고기볶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때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이름난 노포(老鋪)* 음식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기

추장으로 깊은 맛을 내고 10여 가지 나물을 밥이 보이
지 않게 곱게 둘러 담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이다. 대를 이은 손맛으로 타국으로 떠나는 이를 위로하고, 한국을 처음
찾은 이를 환대하는 곳. 인천국제공항에서 세월 한 그릇을 맛본다.

* 노포(老鋪)는 대대로 물려오는 점포를 뜻한다.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한식미담길

오전 6시~오후 10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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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한결같이 맛있는 숙성 김치

수백 번 잔칼질로 만드는 전통 떡갈비

부드럽게 찢어져 술술 넘어가는 푹 익은 김치와 돼지고

덕인관 떡갈비는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품고 있다. 전

기를 흰쌀밥 위에 척척 걸쳐 먹다 보면 세상 근심이 어

남 담양에서 시작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올라온 떡갈비

느새 사라져버린다. 윤철 대표가 18년간 김치찜 하나로

는 고문헌 <시의전서>에 나온 전통 조리법을 고수한

승부해온 한옥집 김치찜은 숙성된 김치 맛을 지키기 위

다. 덕인관 떡갈비는 오직 쇠고기만을 사용하는데, 고

해 매일 김치의 산도를 측정하는데, 산도가 높으면 양

기를 다지지 않고 잔칼질로 잘게 썰어 풍미와 식감이

념을 좀 더 하고, 산도가 낮으면 실온에 내놓아 산도를

뛰어나다. 석쇠를 이용해 앞뒤로 뒤집어가며 불향을 입

높인다. 국내 최초로 ‘윤철 김치찜’을 상표 등록해 인천

혀 촉촉한 육즙과 ‘단짠단짠’ 맛이 조화롭다. 담양에서

국제공항 내에서도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 외국인

먹던 맛 그대로라며 다시 찾는 손님이 많다.

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중앙 가업식당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한식미담길

오전 6시~오후 10시(연중무휴)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한식미담길

오전 6시~오후 10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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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희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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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빈대떡 맛을 세계로

개운하고 담백한 맛

순희家는 1994년 광장시장 순희네빈대떡에서 출발했

서울 영등포 동쪽에 있다고 해서 영동설렁탕이라 불렸

다. 평안도 음식인 빈대떡은 원래 돼지고기, 고사리, 숙

다. 1970년대 중반, 함경도 출신의 40대 부부가 시작

주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지만 순희네빈대떡은 단순하

해 2대에 걸쳐 한결같은 맛으로 수많은 단골을 만들어

다. 100% 녹두를 갈아 대파와 숙주만 넣어 기름에 튀

낸 곳이다. 사골 육수가 아닌 고기 육수를 24시간 동

기듯 부쳐내 녹두 본연의 고소함을 살린다. 광장시장을

안 끓여 개운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국물과 두툼

찾는 외국인에게도 폭발적 반응을 얻은 순희家 메뉴는

한 수육, 본점에서 직접 공수하는 아삭한 김치와 깍두

이곳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식당을 기반으로

기는 한 입 크게 넣는 순간 온몸의 미각이 깨어난다.

해외시장의 문까지 두드리며 마약김밥, 떡볶이 등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기름 뺀 설렁탕 메

함께 한국의 분식 메뉴를 널리 소개하고 있다.

뉴를 추가했다. 또 타국에서 오래 머물다 온 여객이 특
히 많이 찾는다.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한식미담길

오전 6시~오후 10시(연중무휴)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중앙 가업식당

오전 6시~오후 10시(연중무휴)

영
동
설
렁
탕

EN DLE SS DISCO VERY

44

Art Inside

45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이 영화 <에비에이터>에

성공과 함께 불행의 싹도 키웠다. 그는 역동적인

이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체에 박혀

서 그를 연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화려

공중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직접 비행을 하다

있는 리벳의 머리까지도 깎아 매끈하게 만들려

한 외모와 완벽한 연기에 가려 감이 잘 오지 않

추락해 심각한 뇌진탕을 입었다. 이는 훗날 정신

고 설계자들과 분투하는 휴즈의 모습은 영화에

는다면?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

이상 수준의 청결강박증과 기행의 시초가 된다.

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휴즈는 1934년 H-1을 직

의 20세기 판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지 모른

조종사로서, 비행기 제작자로서의 열망이 누구

접 조종해 첫 비행에 성공했고, 1935년 9월 13일

다. 토니 스타크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

보다 컸던 휴즈는 본인 스스로 직접 설계한 비행

시속 566km의 세계 최고속도를 수립하는 데 성

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

기로 가장 빠르게 날고 싶어 했다. 휴즈는 1932

공했다. 더 빠르고, 더 큰 목표에 집착하던 휴즈

에 영감받았다고 한다. 다우니 주니어가 2007

년 항공기 제작사 휴즈 컴퍼니(Hughes Compa-

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영화에는 소개되지 않

년에 머스크를 만난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영

ny)를 설립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제

았지만 1937년에는 H-1을 개조해 LA에서 뉴욕

화 <아이언맨>의 모티브인 원작 만화 <아이언

작에 들어간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복

까지 최단시간 대륙 간 횡단 비행에 성공했다.

맨>을 그린 스탠리는 하워드 휴즈를 모델로 아

엽기(Biplane, 동체의 아래위로 두 개의 날개가

걸린 시간은 7시간 28분, 평균 비행속도는 시

이언맨을 그렸다고 말했다. 21세기 아이언맨이

있는 비행기)에서 단엽기(Monoplane, 날개가

속 518km였다. 종전 횡단 기록은 9시간 27분이

아닌 20세기 아이언맨 하워드 휴즈는 어떤 삶

양쪽에 하나씩 있는 비행기)로 항공기 설계 트

었는데, 그 기록 역시 휴즈가 세운 것이었다. 어

을 살았을까?

렌드가 바뀌는 시기였다. 특히 단엽기는 복엽기

쩌면 휴즈가 깨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전 기록

에비에이터(The Aviator)

하워드 휴즈는 열여덟 살에 유산을 상속받아 억

에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고속 성능을 내는 것이

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한계가 아

글 WHTESWAN 항공 칼럼니스트

만장자가 된 뒤 조종사, 영화 제작자, 항공기 공

가능해 빠르게 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열병처럼

니었을까.

학자, 항공기 제작사 설립자, 항공사 설립자 및

퍼지고 있던 때다.

휴즈가 만든 항공기 중 고속 정찰기 XF-11이 있

사장 등을 지냈다. 하워드 휴즈가 활동하던 시기

그렇게 만든 것이 총알탄(Silver Bullet)이라는

다. 양산되지는 않고 시제기 두 대만 제작되고 사

인 20세기 초·중반은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

별칭이 붙은 H-1 레이서(H-1 Racer, 이하 H-1)

라져 역사가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에서

의 서막이 올랐던 시기, 즉 미 항공산업계가 가

였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무게를 최대한 줄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항공기일지 모른다.

세상을 변화시킨 도전과 열정

장 눈부시게 발전할 때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에 하워드 휴즈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 세운 기
록과 그가 직접 설계한 항공기가 장식되어 있다.

더 빠르고, 더 큰 목표에 대한 열망
영화 <에비에이터>는 하워드 휴즈가 제1차 세
계대전 항공전을 그린 영화 <지옥의 천사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휴즈는 이미 열다섯
살 때부터 비행기 조종술을 익히며 비행에 푹 빠
졌다. 그는 당시 할리우드 최고 제작비인 38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엄청난 물량의 항공기와 카
메라를 동원해 <지옥의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

역사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다.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나가

것도 무려 3년 동안 완벽에 완벽을 추구했다. 주

는 데 일생을 바친 그들의 발걸음은 새로운 역사의 발자취로 후세에 기억되고

변의 만류와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있다. 영화 <에비에이터>(2004)가 그린 하워드 휴즈(Howard R. Hughes,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촬영을 강행했고, 결국 제

1905~1976)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의 생애는 초기 미 항공산업계의 개척정

작비의 두 배 정도를 흥행 수입으로 거둬들이며

신이자 시대정신이었으며, 눈부신 발자취의 일부였다.

대성공했다. 하지만 <지옥의 천사들>은 그에게

영화<에비에이터>는 오스카 5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당대 최고 전성기를 구가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
연과 함께 전 세계에서 4,5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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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국제선에 취항하던 팬
암(Pan American World Airways)의 독점을 막
는 동시에 자신의 도전정신을 펼치고자 국제선

H-1 Racer

에 취항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름도 머리글자

현재 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H-1 레이서.

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국제선의 이름을 내건

H-1 레이서는 비행 관련 세계 기록을 수립한 마지막 민간항공기로 역사에 남았다.

TWA(Trans World Airlines)로 사명까지 바꿨다.

이후 모든 기록은 군용기 차지가 됐기 때문이다.

팬암의 로비로 TWA의 국제선 취항은 온갖 방해
를 받았지만, 휴즈는 청문회에 불려 다니면서까
지 당당히 맞서 싸웠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당당함과 항공산업에 대한
진정성을 내보인 것을 계기로 그는 전국구 스타
더 빠르고, 더 큰 목표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청문회에 출석한 하워드 휴즈.

젊은 시절의 하워드 휴즈.

가 됐다. 결국 TWA는 국제선 취항에 성공했고,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을 잇는 국제노
선에서 가장 빛나는 항공사로 우뚝 성장했다. 휴
즈는 1966년 건강 악화로 회사 주식을 모두 매
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뚝심과

XF-11
1943년 미군으로부터 100대 물량을
수주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휴즈의 추락
사고가 겹쳐 결국 생산 계획이 취소되었다.

H-4 Hercules
단 한 대만 생산됐고,
단 한 번 비행 이력을 남긴 H-4 허큘리스.

적의 어떠한 공격도 빠른 속도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100m에 육박하는 초대형 크기로, 현재 세

개척정신 덕분에 조그만 지방 항공사였던 TWA

정찰기를 만들겠다는 그의 야심 찬 계획으로 만

계 최대 항공기인 에어버스 A380과 견줘도 결

는 세계적 국제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든 XF-11은 1946년 7월 휴즈가 직접 조종해 첫

코 뒤지지 않는 규모다. 그러나 금속 와이어로

영화 <에비에이터>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유산

비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첫 비행에 성공한 뒤

연결되는 당시 조종 계통 기술의 한계를 고려

을 받았지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내

비행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XF-11의 더 높은 성

할 때 이토록 큰 항공기를 공중에서 제대로 제

던진 하워드 휴즈의 화려한 인생을 숨 가쁘게 그

능을 끌어내려다가 추락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

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휴즈는 청문회

리고 있다. 그의 삶은 잘 알려져 있기에 영화에

는다. 이 때문에 그는 얼굴과 온몸에 흉터가 생

에 불려 가 터무니없는 크기의 항공기로 군을 현

는 허구적 요소나 극적 반전이 없다. 그러나 3시

겼고, 청결강박증과 대인기피증 같은 이상행동

혹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간에 육박하는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

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는 오히려 H-4 비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로 그의 인생은 당시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

고 호언장담했다. 그러고는 1947년 11월 2일, 롱

던 항공산업만큼이나 실로 파란만장했다.

불가능에 당당히 맞서 싸우기까지

비치 해안에서 직접 H-4를 조종해 이륙에 성공

<에비에이터>에서 보여준 휴즈의 삶은 우리에

영화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룬 것이 당대 최대

했다. 비행거리는 1.6km, 최고 비행고도는 20m

게 한 사람의 도전과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항공기 H-4 허큘리스(H-4 Hercules, 이하 H-4)

에 불과했지만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청문회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 특히 급변하는 현재에 개

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군함과 수

에서 한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은

척하고 도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더

송 선박이 나치 독일의 유보트(잠수함)에 막대

지킨 셈이 됐다. 하지만 H-4의 첫 비행은 H-4

불어 그 안에는 인생의 단면도 있다. 그의 삶이

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휴즈는 ‘잠수함 공격이

를 투입하고자 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얼마나 많은 영광과 좌절을 거쳤는지, 또 그에

두렵다면 수면 위로 날면 되지 않을까?’라는 단

참 뒤였기 때문에 첫 비행이 곧 마지막 비행이

못지않게 쉼 없는 힘겨운 투쟁과 몸부림으로 인

순하면서도 엄청난 파격으로 군의 관심을 받는

되고 말았다.

생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영화보다 더

다. 이렇게 해서 군 예산을 지원받아 1942년부

하워드 휴즈가 1925년에 설립한 TWA(Trans

영화 같은 삶을 산 하워드 휴즈, 힘겨운 사투에

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 무려 8개의 엔진을 단 초

continental & Western Air)는 항공사 이름 그대

서도 그의 삶이 눈부신 항공산업의 발전이라는

대형 비행정 H-4다. H-4는 총길이 66m, 날개

로 미 대륙에만 취항한 국내선 항공사였다.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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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자유의 흔적이 고스란히
지중해 푸른 바다와 높고 험준한 산맥, 드넓은 황야. 그 위에 세워진 고대 유적과 중세 도시.
유칼립투스나무 곁으로 늘어선 강, 그리고 오렌지나무와 올리브나무가 그곳을 가로지른다.
글 진미현·은수정 사진 눈픽쳐스 스튜디오

Spain

Sevilla Ronda Gr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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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안달루시아주(洲)에서 낯선 봄을 마주
한다. 유럽 내 가장 온화한 겨울을 보내고 싹틔
운 거리의 꽃들이 우리를 반긴다. 유럽 속 이슬
람으로 꼽히는 안달루시아는 열정과 자유의 흔
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남쪽 지브롤터해협
에서 건너온 무어인의 문화와 무어인에게 빼앗
긴 반도를 되찾겠다는 꿈, 레콩키스타(Reconquista)를 이룬 기독교인의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가 곳곳에 흩어져 꽃
피웠다.

안달루시아의 심장, 세비야
안달루시아의 주도이자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세비야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지방 중
심지로 성장했다. 세비야의 관광은 세비야 대성
당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독특하게도 이슬람과
가톨릭 양식이 공존한다. 무어인이 만든 이슬람

1

모스크로 시작된 세비야 대성당은 레콩키스타
를 겪은 뒤 가톨릭 양식으로 변모했다. 안달루
시아를 말할 때 레콩키스타를 빼놓을 수 없다.
레콩키스타는 718년부터 1492년까지, 약 7세기

아브릴’이 열린다. 페리아 데 아브릴은 4월의 축

반에 걸쳐 가톨릭 왕국들이 이슬람 국가를 축출

제라는 뜻으로 부활절이 지난 일주일 뒤 시작된

하고 이베리아반도를 되찾은 과정을 말한다. 레

다. 축제는 작은 포차라는 뜻의 까세타(Caseta)

콩키스타 이후 가톨릭 왕국들은 건물을 철거하

가 중심이 된다. 까세타는 가족과 친구들로 이

2.	
세비야 곳곳에서 플라멩코를 추는 인형 등 굿즈를
볼 수 있다.

지 않고, 그 위에 가톨릭 문양을 추가했다. 현재

뤄진 개인 까세타와 공공 까세타로 나뉜다. 손

3.	
세비야 대성당의 히랄다 탑. 크고 작은 첨탑
사이에 거대한 히랄다 종탑이 보인다.

도 이슬람 모스크였을 때 사용하던 정문이 부분

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음식과 와인을 대접하며

적으로 남아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1402년에 착공해 1506년에 완공한 세비야 대

세비야에는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으니 ‘플라

성당은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

멩코’다.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남부인 카디

다. 현재는 바티칸시티의 성 베드로 대성당, 런

스, 헤레스 데 라 프로테라, 세비야 세 곳 중 한

던의 세인트폴 대성당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

군데에서 시작돼 19세기 중반 세비야에서 첫 무

째로 큰 성당으로 꼽히며 스페인 내에서는 가장

대에 올랐다. 플라멩코는 단순히 춤이 아닌 민

크다. 공중에 관이 떠 있는 ‘콜롬버스 묘’부터 세

족 예술로 바일레(춤), 토케(기타), 칸테(노래),

비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히랄다

할레오(손뼉)로 구성돼 있다. 낭만적인 기타 소

탑’까지 세비야의 역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

리와 구슬픈 가락, 쉴 새 없이 구르는 빠른 발,

세비야의 봄은 화려하다. 플라멩코를 추며 봄을

격정적인 춤, 나풀거리는 치맛자락이 한데 모여

연다. 스페인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페리아 데

스페인의 예술과 정열을 대변한다.

1.

‘호아킨 로메로 무루베(Joaquin Romero
Murube)’라는 이름이 있는 높은 건물 벽.
	이름 옆에 ‘산타크루즈 지구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이 자리한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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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발이 닿는 곳, 론다
세비야에서 론다까지는 3시간가량 걸린다. 이
때 버스 창밖을 놓치지 말자. 붉은빛을 내는 대
지 위로 싱그러움을 담은 올리브나무가 가득하
1.

론다 전망대. 론다는 한때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던
사람들이 숨어 살았다. 깎아지른 듯 깊은 협곡 위에 모여
있는 마을은 시대를 지나 웅장함으로 승화했다.

2.	
협곡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누에보 다리. 약 42년
동안 공사한 끝에 완성했다.
3.4.	알람브라 궁전의 헤네랄리페 정원.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녹아내린 물로 분수를 만들었다.

다.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올리브는 세계 최고로
손꼽힌다. 그중에도 남부 스페인에서 70%가량
을 재배할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론다 전망대로 향한다. 전망대에서 왼쪽으로 이
어진 길은 헤밍웨이 산책로다. 론다의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는 이곳을 헤밍웨이는 수시로 투
우를 즐기고, 이 길을 산책하면서 <누구를 위하
여 종을 울리나>를 썼다. 헤밍웨이 산책로는 누
에보 다리(Puente Nuevo)로 이어진다. 누에보
다리는 고풍스러워 보이지만 아래는 까마득한
협곡이다. 1751년에 착공해 무려 42년 동안 협
4

곡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1751년에 마무
리한 다리로, 그 위에 서면 아찔함과 동시에 인
간의 위대함도 느껴진다. 지금은 론다의 랜드마
크로 사랑받는 곳이지만, 1930년대 스페인 내
전 당시 감옥이자 고문과 처형 장소였다. 헤밍

붉은빛으로 물들다, 그라나다

는 아세키아 중정의 분수에서 쏟아지는 영롱한

웨이는 이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스페인에 숨은 아랍 문화를 그대로 접할 수 있

물줄기다. 4월에는 달콤한 키스의 향기라는 꽃

언급했다.

는 그라나다는 현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도시

말을 지닌 아이리스가 피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누에보 다리 전망대에서 도로를 따라 내려가니

다. ‘붉은 흙으로 지은 요새’를 뜻하는 알람브라

알람브라 궁전 북쪽 언덕에 위치한 알바이신

협곡 바닥에 닿는다. 여기서 올려다본 누에보

(Alhambra) 궁전부터 알바이신 지구까지, 이슬

지구는 오랫동안 이슬람교도의 거주지였다. 좁

다리는 론다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사

람 왕조의 아련함이 남아 있다. 얼마나 아름다

은 골목길을 지나 올라가면 산니콜라스 전망대

실을 다시금 일깨운다.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

웠으면 스페인에서 패한 이슬람 왕국이 ‘그라나

(Mirador de San Nicolas)가 나온다. 전망대 맞

면 알베르게 로스 몰리노스(Albergue Los Mo-

다를 잃는 것보다 알람브라를 다시 보지 못하

은편을 보면 알람브라 궁전과 그라나다 전체가

City Walk - World Map

linos)가 보인다. 온 가족이 방앗간을 개조해 만

는 게 더 슬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을까. 섬세

한눈에 들어온다. 햇빛을 받은 새하얀 건물이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세계지도에 색이 입혀집니다.

든 이곳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이들을 위

한 손놀림으로 조각된 벽, 파도의 물결 같은 아

반짝거린다. 날씨까지 완벽하면 이보다 더 좋

한 저렴한 숙소로 유명하다. 계곡 깊숙한 곳에

치, 색색의 타일을 비롯해 붉은 흙에 비추는 빛

을 수 없을 것이다. 조금씩 어둠이 내린다. 이 풍

있는 작은 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론다의

까지. 수많은 여행자가 알람브라 궁전을 찾는

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왜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

절벽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만의 소중한 빛을

이유일 것이다.

는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빛을 받은 알람브라

간직한 채 떠나는 과거와 현재의 순례자들이 내

왕의 집무실인 나스르 궁전을 비롯해 요새 알

궁전부터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전경까지, 낮과

심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카사바, 카를로스 5세 궁전 등 다양한 볼거리가

밤이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세비야를 거쳐

이런 풍경을 보던 그들은 얼마나 강한 생의 전

있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헤네랄리페(Gen-

론다에서, 다시 그라나다로 오기까지 이 땅을

율을 느꼈을까. 그 전율만큼 그들의 발걸음에는

eralife) 정원으로 가본다. 아랍어로 ‘젖과 꿀이

800년 이상 지배했던 무어인들의 예술혼과 그

자신만의 빛이 빛났을 것이다.

흐른다’는 왕의 여름 별장인 헤네랄리페의 백미

들이 남긴 이야기가 다시 피어오른다.

2
3
1

세계지도가 다양한 색으로 채워질 때까지
City Walk 여행은 계속됩니다.

EN DLE SS DISCO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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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남부 여행의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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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남부와 주변 지방을 잇는

도시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역사적인 도시 여행의

대표 공항

공항 건축

시작과 끝

세비야 국제공항 Sevilla International Airport
글 엄용선

세비야 국제공항은 1919년 민·군용 겸용 비행

건축가 호세 라파엘 모네오(Jose Rafael Mo-

바로크 양식, 이슬람 양식, 고딕 양식 및 로마

스페인 남부의 주요 공항으로 매년 400만이 넘는 이용객이 드나드는 세비야 국제공항(Sevilla International Airport).

장인 타블라다 비행장(Aerodrome of Tablada)

neo)는 공항을 설계할 때 세비야 역사를 바탕

건축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비야. 역사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세비야주의 주도 세비야(Sevilla)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위치한다. 오랜 역사,

으로 최초 설립됐다. 이후 1929년 3월, 세비야

으로 모스크, 궁전 및 주황색 나무 같은 요소를

적인 도시 여행의 시작과 끝엔 세비야 국제공

다양한 문화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페인 남부 여행의 허브, 세비야 국제공항을 소개한다.

공항으로 재개항해 세비야와 마드리드 간 첫 정

디자인에 반영했다. 공항 전체에 걸쳐 노란색

항의 교통이 있다. 저비용 항공사인 부엘링 항

기 노선을 취항하고 본격적인 항공 서비스를 시

콘크리트 블록, 푸른 유약 지붕 타일, 흰색 석고

공(Vueling Air)과 라이언에어(Ryanair)를 기반

작했다. 스페인 내전 당시에는 아프리카 군대의

및 태양 착색유리 같은 비교적 작은 건축 자재

으로 그 외 에어유로파(Air Europa), SATA인테

도착 기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후 몇 번의 추

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항 건설 관행

르나시오날(SATA Internacional), 볼로티(Vo-

가 개설과 정비를 거친 뒤 1991년 7월, ‘세비야

에 도전한 사례로, 그 자체가 도시의 아이덴티

lotea) 등 총 24개 항공사가 프랑스, 영국, 아일

엑스포 ’92’를 맞아 신여객터미널을 개관하고

티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체코,

계류장을 확장하는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했다.

내부는 거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포르투갈, 스위스 등 10개국 20여 개 주요 도

스페인 남부와 주변 지역을 잇는 안달루시아의

특히 출발 라운지의 모습에서 스페인의 역사적

시를 연결한다.

주요 국제공항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여행객이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공항은 체크인 홀에서

공항은 도로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마련돼

이용한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42개 목적지를

창을 통해 외부 항공기를 쉽게 볼 수 없는 등 터

있다. A4 고속도로는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고

항공편으로 연결하며 2017년 확인된 바로 510

미널 내·외부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

마드리드로 이어지는 순환 도로에 합류한다. 가

만8,807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등 스페인에서

대신 반원형 아치와 둥근 기둥으로 구성된 체크

장 가까운 기차역은 세비야 도심에 있으며, 세

여섯 번째로 바쁜 내륙 공항이다. 산파블로-세

인 홀, 차양 지붕과 벽돌로 둘러싸인 안뜰, 제어

비야 대성당 또는 기차역까지 버스로 30분 소

비야공항(Aeropuerto de Sevilla-San Pablo)으

공간은 낮고 평평한 천장, 그리고 탑승 구역의

요된다. 터미널 출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버

로도 불린다. 공항 코드는 SVQ(IATA), LEZL(I-

로프트가 있는 대형 창문이 고유한 아키텍처를

스 정류장에서 픽업, 터미널 건물 바로 밖에서

CAO)이다.

표현해 공항 내 드라마틱한 경험을 선사한다.

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세비야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

세비야의 로페 데 베가(Teatro Lope de Vega) 극장. 세비야
국제공항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

세비야 국제공항의 아케이드. 아치형 건축 구조가 모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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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ocus

비행기 이착륙, ‘마의 11분’을 책임지다
공항과 활주로의 모든 것

59

공항에 필수 불가결한 ‘활주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한 추진력과 착륙하기 위
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긴 도로. 활주로는 쉽게 말해 비행기가 뜨

글 엄정인

고 내리는 길이다. 이는 터미널과 함께 공항에

항공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행기 이착륙. 이륙 시 3분과 착륙 시 8분은 ‘마의 11분’이라 불리며
극도의 주의를 요한다. 이를 무사히 넘기려면 비행기 상태와 조종사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활주로도 큰 몫을 한다. 항공기가 하늘로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질주하는 길,
공항 활주로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필수 불가결한 곳으로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뉜다.
첫째, 이륙을 위해 관제탑의 승인을 기다리는
항공기의 ‘대기 지점 표기’, 둘째, 항공기 조종
사들이 활주로상 거리를 가늠하도록 한 ‘등거리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고 있다.

표기’, 마지막으로 정확한 착륙 지점을 알려주
는 ‘접지대 표기’가 그것이다.
이때 활주로는 통상 바람이 부는 방향과 일치하

숫자에 담긴 비밀

도록 설치한다. 길이는 보통 항공기 기종과 무

전 세계 모든 활주로는 01~36까지 고유한 숫

게에 따라 결정되며, 기기가 클수록 이착륙에

자가 있다. 이는 활주로의 방위각(360°)을 의미

필요한 활주로 길이도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프

하는데, 자북(Magnetic North)을 기준으로 각

로펠러가 달린 소형 비행기의 경우 약 1,000m,

각의 방향을 10으로 나눠 소수점을 제외한 정

소형 여객기는 2,000m, 연료를 가득 실은 보

수(동쪽 09, 서쪽 27, 남쪽 18, 북쪽 36)로 표시

잉747이 날아오르려면 최소 3,000m의 활주로

한다. 이때 방위가 같은 복수 활주로의 경우 구

가 필요하다.

분하기 위해 숫자 뒤에 L(왼쪽), C(중앙), R(오른
쪽)을 붙이거나 3개가 넘으면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를 달리한다. 이는 양방향 활주로에
서 이착륙 시 항공기 조종석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활주로라도 진입 방향에 따라 고유 번호
와 복수 표시(L, R) 등이 다르게 붙는데, 예를 들

※ 인천국제공항 지리 정보 개요

어 정남북으로 뻗은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북쪽

명칭: 인천국제공항(ICN / RKSI)
고도(해발): 23ft / 7m

을 향해 이륙하고자 남쪽에 섰을 때 조종사는
북쪽을 보게 되므로 이때 표시는 북쪽(360°)이
라는 의미의 ‘36’이 된다. 그 반대의 경우 남쪽
(180°)을 의미하는 ‘18’로 표시한다.

활주로

길이

제1활주로

15R/33L

3,750m

제2활주로

15L/33R

3,750m

15R/33L, 15L/33R, 16/34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3활주로

16L/34R

4,000m

따라서 2023년에 제4활주로가 완공되면 제3활

제4활주로

16R/34L

3,750m

주로와 제4활주로의 명칭 역시 각각 16L/34R,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총 3개의 활주로를 운영
하며, 제4활주로는 건설 중이다. 같은 방향으
로 나란히 놓인 활주로는 건설 순서대로 각각

16R/34L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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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에 대기
인
하고 있는 비행기들.

는 이곳은 시간당 최대 풍속이 무려 78.8km에

International Airport)은 북미와 남미대륙 사이

2.

 극 맥머도 스테이션의 활주로는 빙판으로 이루
남
어져 ‘얼음 활주로’라 불린다.

달한다. 이런 이유로 조종사들은 주변에 산과

에 위치한 앤틸리스제도 세인트마틴섬에 있는

3.

 안초 이라우스퀸 공항은 카리브해의 사바섬 절
후
벽에 위치한다. 활주로 길이는 396m로, 세계에
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꼽힌다.

바다가 있는 활주로를 기피한다. 1964년 개항

국제공항으로 활주로 바로 직전에 해변이 있는

한 이래 활주로로 인한 사고가 잦아 1977년 활

것으로 유명하다. 짧은 활주로 탓에 최대한 낮

주로 길이를 200m 늘렸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은 고도로 접근하는 비행기는 손만 뻗으면 잡

끊이지 않아 2000년 1km를 더 늘려 현재 활주

힐 듯 가깝다.

로 길이는 2,800m다.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할 때 제트 블라스트를 가

빙판으로 이루어져 얼음 활주로(Ice Runway)

동한다. 이는 항공기 노즐에서 고온의 공기를

로 불리는 남극 맥머도 스테이션(Antarctica

분출해 바람막이의 빗물, 눈, 얼음 따위를 제거

McMurdo Air Station)도 이색적인 활주로로

하는 장치로, 강한 열풍은 인체에 좋지 않은 영

꼽힌다. 이 공항은 처음 미국이 남극에 세운 맥

향을 준다. 프린세스 줄리아나 국제공항은 해변

머도 연구센터 연구진과 탐험가를 위해 만들었

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제트 블라스트를 피하기

다. 영하 5℃ 이하일 때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지

위해 혹은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철조망에

난 50년간 지구온난화로 남극 기온이 약 2℃ 높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

아져 활주로 노면이 녹고 있어 2013년에는 임

어 머리 위 10m 상공을 스쳐 지나가는 항공기

시 폐쇄하기도 했다.

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이곳을 방문한 여행객

프린세스 줄리아나 국제공항(Princess Juliana

들의 필수 인증 샷이다.

4.

 린세스 줄리아나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짧은 탓
프
에 비행기가 최대한 낮은 고도로 접근한다.

1

What a Hell! 활주로의 불청객

손님이다. 조류가 엔진 속으로 들어갈 경우 이

What a Fun! 세계의 이색 활주로

2000년 7월, 프랑스 샤를드골 국제공항을 출

는 대형 참사로 귀결되는데, 1995년 알래스카

대서양 카리브해의 유일한 공항인 후안초 이라

발한 에어프랑스 4590편 콩코드 여객기가 이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발생한 미 공

우스퀸(Juancho E. Yrausquin Airport)은 세계

륙 2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군 조기경보통제기 E-3의 추락 사고가 대표적

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꼽힌다. 사바섬 절

원인은 앞서 이륙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떨어뜨

인 예다. 기지 근처에 서식하던 2,700마리의 캐

벽에 위치한 활주로의 길이는 고작 396m! 게

린 40cm가량의 쇳조각.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

나다기러기가 엔진에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이

다가 거친 바닷바람이 착륙을 더욱 어렵게 한

객 109명이 전원 사망하고, 비행기가 추락한 지

사고로 승무원 24명이 전원 사망했다. 반면 위

다. 활주로 끝에 보이는 ‘X’는 활주로의 끝을 알

점에 있던 호텔의 직원 4명도 숨졌다. 전형적

험천만한 버드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조종사의

리는 경고 표시. 이곳의 활주로는 워낙 짧아 프

인 FOD(Foreign Object Debris)에 의한 사고.

침착한 대응으로 155명이 전원 구조되는 기적

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만 이착륙

쇳조각, 돌, 항공기 파편, 쓰레기 등의 이물질은

이 일어난 사건도 있다. 2009년 US 에어웨이

이 가능하다.

기체에 심한 충격을 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

즈 1549편 불시착 사고가 그것. 글라이더 활공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국제공항(Madeira Air-

질 수 있다.

으로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허드슨강에 비상 착

port)은 활주로가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 조류 등이 충돌해 생기는

수한 사건은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설리: 허

다리를 활주로로 이용하는 것. 다리 아래는 주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역시 반갑지 않은

드슨강의 기적>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차장으로 활용한다. 양쪽으로 산과 바다가 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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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 터미널 진입 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 체
크를 실시하고, 체온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 조사실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2단계에서는 출발층 지역에

1

인천국제공항, 국내외 여객 및 공항 상주 직원

서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체온 37.5℃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

이상(미국의 경우 38℃ 이상 승객은 탑승 거부, 교통보안청(TSA) 지침 기
준)인 여객인 경우 상대국 요청(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은

인천국제공항 ‘COVID-19 Free Airport’ 선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여객이 직접 접촉하는 출발층 주요 시설물의 경

입출국 모든 과정 촘촘한 방역망 구축

우 알코올 소독 작업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지막 3단계는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현재 미국, 중

이를 통해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객 및 공항 상주 직원에

국, 아랍에미리트 노선에 대해 시행 중)이 있는 노선은 항공사를 중심으

게 안전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

로 발열 체크를 시행한다. 이 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은 발열 확인

2월 1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후원식을 진행, 초록우산어

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은 대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린이재단은 공사의 후원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아동센터 및 보호시설이 조손·한부모·다문화·맞벌이

공항의 출국 및 입국 전 과정에서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COVID-19 Free
Airport’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
이고 국내외 여객과 공항 상주 직원에게 안전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

① 기내

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출국 시 발열 체크 등으로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여

② 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특별입국절차 사전 안내

임을 감안해 후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후원이 인천 지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아동 및 지역사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

- 유증상 여부 확인 및 발열 체크

객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
③ 특별입국

붙였다.

가정 등의 아동이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다중 이용 시설인 점과 최근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 절차

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한국 거주지, 연락처,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
- 자가진단앱 설치 및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확인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
널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국제공항, COVID-19 Free Airport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공사 및 자회사, 인천공항 국립

터미널 진입→출발층→탑승 게이트에 걸쳐 3단계 발열 체크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도착(T1, T2)부터 항공기 탑

터미널 현장을 점검하며 여객들에게 인천국제공항 방역 강화 방안을 안내하

승까지 여객 출국 전 과정에 걸친 3단계 방역 시스템을 3월 5일부터 시범 도입

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했다. 이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

공사는 이날 선포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국립검역소 등 관계

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바탕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출국여객 3단계 발열 체크 시행’ 등 출국 및 입국 시 모

으로 3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서

든 과정에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COVID-19 Free

3월 9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

Airport’로 구현하고 있다.

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 출발층 지역 → 탑승 게이트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진입-출발층

등 3단계에 걸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승무원, 입점 업체, 공항 종사자 등 모두
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쇼핑, 식음료 매장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

독 작업을 하루 3회 실시하는 등 출발층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검역 확인증 배부

인천국제공항 중앙검역
의료지원센터 진단

인천국제공항 중앙검역
의료지원센터 진단

입국 심사 통과

확진 시 입국 거부

전용 앱을 통해
14일간
자가 진단 보고

입국 심사
통과

본국으로 귀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구 지역 노인 주거 복지시설에
코로나19 예방 위한 의료·방역 물품 후원

확진 시
확진 시
곧바로 국가
지정 격리
병원에 격리
조치

④ 사후 모니터링 - 자가진단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의심 증상 발현 여부 입력

3단계 발열 체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노인 주

* 1단계, 2단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 시 3단계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개별 체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아동센터에

1단계 터미널 진입

2단계 출발층 지역

3단계 탑승 게이트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 체온계)

· 8개소(T1 5, T2 3)
· 발열 체크/소독(공사)

· 5개소(T1 3, T2 2)
· 발열 체크(군 인력)

로 기대한다.
또 공사는 체크인 카운터 특별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보안검색 장비 알코올 소

유증상 시
(한국인 및 외국인 등록자)

- 유증상 시 콜센터 1339 연계 및 선별진료소 안내, 무응답 시 유선 확인

지역-탑승 게이트’에 이르는 3단계 발열 체크 시스템을 3월 5일부터 시범 도입

에 걸치는 자체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유증상 시
(외국인)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검역소, 항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인천국제공항 검역 상황을 공유하고, 여객

했다. 이어 3월 9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여객 출국과정 모든 단계

무증상 시

· 중국/미국/UAE 등
· 발열 체크(항공사)

코로나19 예방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후원

거 복지시설 41개소에 의료 기기와 방역 물품을 후원했다. 3월 16일 인천사회
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식을 진행했으며, 후원 물품은 산소 발생기 41대, 전해
수기(살균수 제조기) 41대, 살균 스프레이 1,200개로 노인 복지시설의 방역 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지역 아동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천 지

화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역 아동 센터 및 보호시설 173개소 등록 아동 4,5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한다. 후원 물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 지역 노인 주거 복지

6만 3,000장, 손 소독제 1,000개 등 1억 원 상당의 개인위생용품을 후원했다.

시설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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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안전서비스감독관 발대식 개최
산업 안전 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안전경영 대폭 강화

3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제12회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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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국제공항공사, 2030년까지
디젤 지상조업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5

인천국제공항, 문화예술콘텐츠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 알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제12회 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30년까지 공항 지상 조업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문화재청과 손잡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

‘공항안전서비스감독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장애인문학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공항, 여행, 꿈,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ZERO 달성으로 친환경 공항을 운영

에 알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월 3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인천국제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인천공항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 인천국제공항 건설사

4월 3일까지 운문(시, 장시, 동시) 및 산문(단편소설, 수필, 동화) 분야 문학작

할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1월 29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 5개 지상 조

공항 전통문화 미디어월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제2여객터

품을 공모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업사 대표와 ‘공항 에어사이드 지역 온실가스 배출 ZERO 달성을 위한 Clean

문화재청은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상호 협

미널 주차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발대식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하고, 인천시중구장애인복

Airport 구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력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정

에서 임명된 공항안전서비스감독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5년 이상 근무

지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체결식에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국내 5대 지상 조업사인

재숙 문화재청장, 지병목 고궁박물관장, 진옥섭 문화재재단 이사장 및 각 기관

한 공항 건설 및 운영, 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안

특히 올해부터 공사는 장애인문학공모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의 잠재

한국공항(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 스위스포트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취약 요소 선제적 제거, 산업 안전 재해 예방 등 공항 운영 및 건설 현장 안

된 문학적 능력과 역량을 발굴하고,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리아(주), (주)제이에이에스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방한 외국인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전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공항 에어사이드 지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지상 이동에 필요한 활주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 지역에 영상, 이미지 등

구본환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인식을 바탕

녹음 파일로도 원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포스터

로, 유도로, 관제탑, 계류장 같은 공항 운영 핵심 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현

다양한 콘텐츠 표출이 가능한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월’을 설치해 한

으로 7만여 공항가족 전체의 노력에 힘입어 중대 재해 발생 ZERO를 달성하는

및 센스리더 프로그램(화면낭독기)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재 에어사이드 지역에서 수하물 운송 및 탑재, 급유 등을 담당하는 지상 조업 차

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문화예술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브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공항안전서비스감독관 운영을 포함

접수 기간은 4월 3일까지로 공모전 참여 작품 중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상금

량 대부분은 디젤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항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의

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인

해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

200만원), 금상 2명(상금 각 150만원), 은상 3명(상금 각 70만원), 동상 3명(상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사와 지상 조업사는 인

천국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월 설치에 착수, 올 연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

는 국내외 여객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무결점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금 각 30만원), 가작 및 장려상 각 5명(상금 각 2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

천공항 에어사이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 1,000대의 디젤 조업 차량을 친환경

획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특색 있는 미디어 콘텐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다. 수상자는 4월 9일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ZERO를 달성한다

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공사, 자회사,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해 중대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4월 17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는 계획이다. 공항 내 디젤 조업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

한편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월 설치 사업’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

량이 감소하면 대기질을 개선함은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과 공항 종

령이 참석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의 전통문화 홍보 방안으

사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로 제시돼 검토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이를 위해 공사는 친환경 조업 차량 전용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친환

시행 방안이 논의돼,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 차량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및 상생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지상 조업사의 초

구본환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고품격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

재해 발생 ZERO를 달성했다.

원고 제출 방법
•기간 : 4월 3일까지
•이메일 : jgwelfare2@naver.com •팩스 : 032-891-0533
•우편 : 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3가 30-17)
•방문접수 :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 가족문화지원팀
•수상게시 : 4월 9일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jgwelfare.or.kr
•문의 :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 032-880-2430~2

리고 문화예술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나갈 계획이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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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Event

봄을 부르는 Quiz!
<More & Beyond> 봄호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거진을 꼼꼼하게 읽은 뒤
퀴즈를 풀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인천국제공항에는 새로운 공항 시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3세대
공항 패러다임의 변화로 항공 물류, MRO, 관광 등 연관 산업이 융합돼
새로운 공항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공항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혁신성장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2. 전 세계 모든 활주로에는 각각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01~36
까지 고유한 숫자로 표기하는데, 이 숫자는 활주로의 방위각을 의미합
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완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의 이름
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15R/33L

② 15L/33R

③ 16R/34L

④ 16L/34R

응모 방법 <
 More & Beyond> 웹진 퀴즈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응모 기간 5월 31일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기프티콘 3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