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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고정관념과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 

인천국제공항이 함께합니다.

The world is full of obstacles to overcome. 

Incheon Airport takes on every challenge, 

turning even the most distant dream into a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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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단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관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바다를 메우고, 땅을 만들고, 하늘 길을 열어온 

인천국제공항의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결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원대한 바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이어 펼쳐지는 하늘 길을 품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Change shouldn’t be about just anything 
new; it should be about taking on 
challenges, and pursuing development 
and growth. Incheon Airport believes 
in overcoming obstacles to achieve 
innovation, and growing into a truly 
international hub airport.

The history of Incheon Airport is filled with 
the challenges of reclaiming land from 
under sea, and opening the roads of the sky 
t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e are 
now taking on new challenges, embracing 
the skies to link people together through 
time and space. 

하늘, 땅 그리고 바다

The sky, sea, an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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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그 한계를 

뛰어넘다

타당성 조사에서 3단계 건설사업까지 약 30년에 이르는 장대한 시간,

그것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온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건설된 인천국제공항,

이제, 3단계 건설사업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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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Airport was built over a span of 

30 years, through each stage from feasibility 

studies to third-phase construction. There 

were many obstacles, but innovation and 

determination allowed dreams of this 

impressive airport to become reality. Built on 

a history of overcoming obstacles, Incheon 

Airport is now starting the next phase of 

its history with its third-phase construction 

project.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101개월의 대역사를 쓰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북아 허브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뛰어넘어 지금의 영종도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 1992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공항건설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첨단 건축공법 및 정보통신시스템이

결합된 공항시설, 천문학적인 인원과 장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은 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8년 5개월(101개월) 후인 

2001년 3월 29일, 세계 공항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개항을 이뤄내며 전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OPENING IN 2001, INCHEON AIRPORT ESTABLISHED AN IMPRESSIVE 101-MONTH HISTORY 
Incheon Airport was built as a Northeast Asian hub airport, which is capable of operating around the clock and 
meeting quickly growing aviation demands in a timely manner. Despite many concerns and doubts, Yeongjong-
do Island was finally selected as the airport’s optimal location. The construction, which took 101 months in total, 
began with site preparation work in 1992. 

불가능을 넘은 도전의 대역사

A history of achieving the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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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hase Construction 1992-2001

1992 1994

1996 1999 2001(개항)



2008년,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위상을 확립하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개항과 함께 예상을 뛰어넘는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2단계 건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객기의 이착륙을 지원하는 4,000m급 활주로, 화물터미널, 탑승동 건설 등 

글로벌 허브공항 수준의 시설과 수용능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 완공된 2단계 건설공사를 통해 규모, 

첨단시스템, 서비스까지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STABLISHED STATUS AS A LEADING WORLD-CLASS AIRPORT IN 2008  
The second-phase construction project was launched in 2002. It was aimed at enhancing Incheon Airport’s 
competitiveness as a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and meeting aviation demands that exceeded our 
initial expectations. Our focus was on securing facilities and capacity that suited the needs of a large-scale, 
international hub airport. This included the construction of cargo terminals, concourses, and 4,000m-level 
runways that support the takeoff and landing of futuristic jumbo jets.

미래를 위한 시설·수용능력 확충

Expanding facilities and capacity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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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hase Construction 2002-2008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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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8(2단계 완료)



2017년, 명품공항건설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개항 이후 각종 악재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항공수요 성장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여객 세계 8위, 화물 

세계 3위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2009년부터 시작된 

3단계 공항건설사업은 제2의 개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세계적인 명품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와 미래 비전이 

담겨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제2교통센터, 철도, 도로 등의 접근교통시스템을 포함하는 3단계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7천 2백만 명의 여객과 58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탄생합니다.  

PRIMED FOR ANOTHER TAKE-OFF, WITH THE CONSTRUCTION OF A HIGH-TECH AIRPORT IN 2017 
Incheon Airport is growing as a world-class airport, ranking eighth and third in international passenger and 
cargo, respectively. The third-phase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began in 2009, following a rise in aviation 
demand, and this phase truly demonstrates Incheon Airport’s goal of becoming a global leading airport.
The third-phase project encompasses a connected transportation network including a second passenger 
terminal, a second transportation center, railways, and roads. Once completed, Incheon Airport will be 
established as a true global hub airport capable of handling 72 million passengers and 5.8 million tons of cargo 
annually. 

글로벌 명품공항으로 재도약

Next step to becoming a global, high-tech airport  

3단
계
 건

설

2017: 제2여객터미널 완공  Grand opening of second passeng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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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hase Construction 2009-2017

2009 2013

2013 2014 2015



INCHEON AIRPORT BROCHURE   18·19

시설규모  

구분 1,2 단계 3단계 합계
여객터미널 T1 � 탑승동A(54백만명) T2일부(18백만명) 72백만명

화물터미널 450만톤 130만톤 580만톤

여객계류장 108개소 56개소 164개소

IAT(셔틀트레인) 0.9km 복선 셔틀 1.5km 복선 셔틀

BHS 88km 42km

접근교통
시스템

철도 서울역 � T1(61km) T1 � T2(6.4km) 복선 67.4km

진입도로 왕복8차로 왕복8차로

연결도로 - T1 � T2(4차로)

Outline of the third-phase construction project

 1st AND 2nd PHASES 3rd PHASE TOTAL
Passenger terminal (Passengers) T1 � Concourse A (54mil.) Part of T2 (18mil.) 72mil.
Cargo 4,500,000tons 1,300,000tons 5,800,000tons
No. of Passenger Aprons 108 56 164
Intra Airport Transit (Shuttle Trains) 0.9km double-tracked shuttle 1.5km double-tracked shuttle
BHS 88km 42km

Accessible 
Transportation

Railway Seoul Station � T1(61km) T1 � T2 (6.4km) Double Tracked 67.4km
Access Roads 8-lane road 8-lane road
Connecting Roads - T1 � T2(4-lane)

STATISTICS OF THIRD-PHASE CONSTRUCTION

경제적 파급효과  Economic ripple effects

건설단계 (2009~2017)
Construction phase (2009~2017)

운영단계 (2018~2027)
Operation phase  (2018~2027)

생산유발
Production increases

생산유발
Production increases

부가가치
Added value

부가가치
Added value

고용유발
Employment growth

고용유발
Employment growth

12.3조원
KRW 12.3 trillion 

30조원/년
KRW 30 trillion/year

4.8조원
KRW 4.8 trillion 

8조원/년
KRW 8 trillion/year 

9.3만명
93,000 people

9만명/년
90,000 people/year

핵심인프라 확충
(3단계 사업)

Expansion of core infrastructures

사업효과  Effects of the project

현재 인프라 수준
Current infrastructure levels

Number of passengers/year 54,000,000
여객(년) ▶ 54백만명

Cargo/year 4,500,000 tons
▶ 450만톤화물(년)

'17년 완공 후 인프라 수준
Infrastructure levels in 2017

Number of passengers/year 72,000,000
여객(년) ▶ 72백만명

Cargo/year 5,800,000 tons
▶ 580만톤화물(년)



기술, 

그 상상력을 

뛰어넘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그것은 인천국제공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첨단기술이 바탕이 된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무결점의 완벽한 

운영에 이르기까지 쉼 없는 노력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안전 &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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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Airport is known for being one of 

the safest and most convenient airports in 

the world. We work constantly to grow and 

improve, bringing about changes ranging 

from continuously safer facilities and better 

services based on high-tech capabilities, to 

zero-defect operations. 



무사고ㆍ무결점의 공항 실현  

Developing into a zero-defect, 
accident-free airport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인정받다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항행장비와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여객서비스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공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 안개 등 악천후 속에서도 가시거리 75미터만 확보되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계기착륙시설은 아시아 최초로 활주로 최고 성능등급(CAT-Ⅲb)을 

획득하였습니다. 

WINNING RECOGNITION AS THE SAFEST AIRPORT IN THE WORLD

Incheon Airport has been rated as one of the safest,  fastest, and most convenient airports in the 
world. Our instrument landing system facilities in particular boast the operation of a CAT IIIb, which 
ensures precision-instrument-based airplane approaches and landings even in severe weather 
conditions. It includes a minimum runway visual range of 75 meters. 

▶  Non-stop operational hours of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130,000
▶  Number of Accident-free flights: over 3,000,000 

▶  Survey of pilots from around the world: ranked first in satisfaction for five consecutive  years  
▶  ICAO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me: implementation rate of 98.57% of international standards
▶  Security evaluations by U.S.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met all international standards 
      in 203 categories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 

항공기 

무사고 운항 

전세계 조종사 

만족도 조사

(5회 연속)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평가

(국제기준 이행률)

미 교통보안청 

보안평가

(전 항목 우수)

13
     시간

300
  회

1
위

98.57
%

203
개

 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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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A Baggage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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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수하물 10만개당 미탑재 건수 

(number of unloaded baggage per 100,000) 

세계공항 평균  World airport average 

인천국제공항  Incheon Airport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하물처리시스템

A first-class baggage handling system

수하물, 가장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다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세계 모든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하물 10만개당 미탑재 수하물 발생건수는 0.7개로 전 세계 공항 평균 14.6개보다 약 21배 

정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수요를 예측한 시설확충 및 개선, 장애발생의 경향을 분석하는 

과학적 운영, 프로세스 혁신기법 등을 적용한 정밀한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만의 자랑입니다.

BAGGAGE MANAGED MOST ACCURATELY AND EFFICIENTLY

Incheon Airport boasts one of the most efficient baggage handling systems in the world, establishing 
a benchmark for other airports. Our rate of accuracy, which measures the number of baggage items 
not loaded onto an aircraft per 100,000, has been maintained at a mere 0.7-- almost twenty-one times 
lower than the average of 14.6 of all airport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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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수속
Check-in

* 인천공항 출국 자동화 프로세스  

Outbound automation proces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출국 심사
Departure Screening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Smart Airport

Smart Airport: utilizing cutting-edge ICT technologies

첨단기술과 서비스가 공존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체크인, 수하물위탁, 출입국심사 등을 자동화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 

탑승수속 전용구역을 조성하여 빠르고 편리한 출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천공항 가이드앱’을 통해 세계 최초로 항공기 운항정보와 여객의 이동 동선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COMBINING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SERVICES 

Incheon Airport provides self check-in, self bag drops, and automated immigration services enabling 
the fastest and most convenient travel services in the world. In addition, we are the first in the world to 
offer customized information on flight service and passenger flow-lines, through the "Incheon Airport 
Guide" mobile app.

수하물 위탁체크인  
Check-in Baggage check

웹/모바일 체크인

Web/Mobile check-in

셀프체크인 기기

Self Check-in Kiosks

자동출국심사대
(사전등록필요)

셀프백드랍 이용
Self Bag-Drop Service

Automated Immigration Service
Smart Entry/Exit Service

수하물 수속
Baggage check



감동, 

그 기대를 

뛰어넘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공항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지 없이 사라집니다.

공항에 잠시 머무는 시간마저도 즐겁고 

행복하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문화, 예술, 쇼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쇼핑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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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ment that our customers step 

into Incheon Airport, all stereotypes of 

uncomfortable or unwelcoming airports 

are forgotten. We present an elegant 

forum of culture, art, and shopping, 

so that even the briefest stay at the 

airport will be a pleasant and enjoyable 

experience. 



 

글로벌 명품브랜드, 모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나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쇼핑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표적 명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최적화된 

쇼핑동선,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각종 여행전문지에서 

‘세계 최고 면세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연 

평균 15%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OFFERING GLOBAL LUXURY BRANDS IN ONE 
CONVENIENT LOCATION

Incheon Airport's integrated duty-free shop has been 
named the Best Duty-Free in the World by many 
travel and retail magazines. Our duty-free sales have 
maintained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15% 
since the airport opened in 2001. In 2014, we set an 
impressive record, with our annual sales exceeding 
KRW 2 trillion, a first in the world for duty-fre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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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즈니스 트래블러지 선정 6년 연속 ‛세계최고 공항면세점상’ 수상

▶  영국 프론티어지 선정 3년 연속 ‛올해의 공항 면세점상’ 수상

▶  Named “Airport with Best Duty-Free Shopping” for six consecutive years by Business Traveler USA
▶  Named “Airport Operator of the Year”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y Frontier Magazine

품격있는 쇼핑, 인천공항 면세점

Incheon Airport duty-free for prestige shopping 



인천공항! 환승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다 

전세계 18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의 

명성에 걸맞게 인천국제공항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품격 바, 라운지, 무료 인터넷존, 무료 샤워 

시설, 환승호텔을 비롯하여 서울과 인천의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무료 환승투어는 전세계 환승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NCHEON AIRPORT: CHANGING STEREOTYPES 
ABOUT FLIGHT TRANSFERS

As is appropriate for a world-class hub airport 
connecting over 180 cities around the world, Incheon 
Airport offers a wide variety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transfer passengers. These facilities include elegant 
bars, free Internet zones, free shower facilities, and 
transit hotels. Our free transit tour program has also 
gained huge popularity among transit and transfer 
passengers from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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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도 추억으로! 환승편의시설

Transfer amenities: turning your wait into happy memories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다 

인천국제공항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컬처포트(Culture-

port)’로서 특별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국전통문화의 관람·체험 기회와 함께 여객 터미널 

곳곳에서는 밀레니엄홀 정기공연, 왕가의 산책 등 연간 

7,400여 회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스카이 페스티벌’은 Classic과 K·POP공연

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축제로 자리잡고 있습

니다.

 

COMBINING ELEGANT CULTURE AND ARTS 

As a “culture-port” offering a wide variety of artistic 
and cultural programs, Incheon Airport presents 
unusual delights to its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It provides passengers with the opportunity to see and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More than 7,400 
colorful performances are held annually throughout 
the Passenger Terminal. The Sky Festival, held every 
autumn, has become a global music festival with 
classical music and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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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다른 문화공연프로그램

A new standard of cultural and performance programs  



세계, 

그 범주를 

뛰어넘다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 공항, 기업, 

국가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한걸음 다가갑니다.

국제 협력 &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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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As a world-class hub airport, Incheon 

Airpo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We continuously work to improve our 

connectivity to the world, so that all of the 

people, airports, companies, and nations 

of our global village can grow and develop 

together.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Incheon Airport Aviation Academy: fostering 
professionals
미래의 글로벌 항공 전문 리더를 배출하다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은 국내외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서 인증하는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 4대 지역항공훈련센터로 

선정되어 차세대 공항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0여 명의 세계 공항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수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계 항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NURTURING GLOBAL AVIATION LEADERS FOR THE FUTURE

Incheon Airport Aviation Academy is an inter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tasked with fostering 
aviation professionals who will work both at home and abroad. It became the first global aviation-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world to be certifi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t has 
already transferred the expertise of Incheon Airport to more than 4,000 airport officials from around the world.

●  인재개발원 연도별 교육 현황

     TRAINING AT INCHEON AIRPORT AVIATION ACADEMY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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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재개발원 개원

(Academy opened)

(단위 : 교육생 수)
(Unit : number of Trainees)

ICAO TRAINAIR PLUS교육기관 인증

(Certified as an ICAO TRAINAIR PLUS Member)

209

371

515
540

2014 2015

679 643

769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global branding    

세계와 손을 잡고 미래항공산업을 이끌어가다 

인천국제공항은 네덜란드 스키폴,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공항과 ‘리딩공항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기술, 에너지,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항 

협의회(ACI), 동아시아공항협력체(EAAA) 등 다양한 국제기구ㆍ협의체에 활발하게 참여, 교류함 

으로써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LEADING THE FUTURE AVIATION INDUSTRY THROUGH GLOBAL PARTNERSHIPS

In 2014, Incheon Airport signed a new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Schiphol Group and 
Aéroports de Paris. By renewing a 2011 cooperation agreement, three airports decided to expand 
cooperation in a wide range of areas such as new technologies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addition, we are informing the world of our excellence and boosting the national brand value by 
consistently and enthusiastically participating in many different international bodies and councils, 
such as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 and East Asia Airport Alliance (EAAA). 

● 협약•협정 체결현황 : 24개 공항운영자와 23개 협력협정 체결

    Signed 23 Partnership Agreements with 24 Airport Operators 

ICN

Europe 5 airports

유럽 5개 공항

China 4 airports

중국 4개 공항

Asia 5 airports

아시아 5개 공항

Russia 2 airports

North America 4 airports

South America 1 airport

Middle East 2 airports

러시아 2개 공항

Japan 1 airport

일본 1개 공항

북미 4개 공항

남미 1개 공항

중동 2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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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Q Survey: Best Airport for 11 consecutive years (2005-2015)

▶ Skytrax: World’s Best Airport for Transit Passengers (2012-2015) / 5 - Star Airport  

▶ Overall Best Airport (Awarded 11 times) / first to be listed in the GT Hall of Fame

▶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 11년 연속 1위 (2005년~2015년) / ACI 명예의 전당 등재

▶ 영국 Skytrax 선정  - 4년 연속 세계 최고 국제환승공항 (2012년~2015년) / 5-Star 공항

▶ 미국 글로벌 트래블러지 선정 - 11년째 세계 최고공항 / GT세계 최초 명예의 전당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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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공항서비스

Differentiated airport services 

감동적인 서비스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다 

고객의 편의와 감동을 뛰어넘는 인천공항의 수준 높은 서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 수상이라는 전무

후무한 성과와 함께, 미국 Global Traveler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LISTED IN HALL OF FAME FOR HIGH-QUALITY SERVICES 

Our high-quality airport services, have confirmed Incheon Airport as a leading brand in South Korea. 
We have won a variety of prestigious awards both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the airport was 
listed in Global Traveler’s "GT Hall of Fame", along with the unprecedented accomplishment of being 
named the world’s best airport in the Airport Service Quality assessment by ACI for eleven consecutive 
years.



미래, 

그 가치를 

뛰어넘다

세계 정상을 넘어 항공산업의 새역사를 쓰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언제나 더 큰 내일을 향합니다.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변화와 도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비즈니스 & 경제

Cr
ea

tin
g 

th
e 

fu
tu

re Business and Economy  

Incheon Airport is writing a new history for 

the aviation industry, through its continued 

efforts to improve and maintain its status 

as the best. We are at the forefront of 

change and development in aviation, 

leading the way to a future and dreams. 



▶  2014. 8. 아시아 최초의 BMW 드라이빙센터 개장

▶  2014. 11.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기공식 (IBC-I)

▶  2016. 2. 인스파이어 IR,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 (IBC-III)

아시아최초 BMW Driving Center
(236,000㎡)

수상 스포츠 훈련 센터

Water Park(151,000㎡)
국내 최초 한국형 복합리조트

IBC-I (330,000㎡)
대규모 수요창출형 복합리조트

IBC-III (3,274,000㎡)

▶ August 2014: Opened BMW Driving Center

▶ November 2014: Began construction of Paradise City, an integrated resort (IBC-I)

▶ February 2016: Inspire IR selected to build the Integrated Resort (IBC-III)

신개념 공항복합도시 Air-City

A new concept: Air City

공항의 개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다  

공항을 중심으로 쇼핑, 위락, 레저, 물류, 비즈니스 등의 시설을 한곳에 갖춘 공항복합도시 

(Air-City)는 새로운 항공수요를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개념의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대규모 복합위락단지(IBC-III지역)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비즈니스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게 됩니다.

ADDING CREATIVE IMPROVEMENTS TO THE AIRPORT CONCEPT

Air City, equipped with shopping, entertainment, leisure, logistics, business, and more, 
all in one place, is a new-concept airport development project that will meet future 
aviation demands. It will grow into a global tourism and business landmark by creating 
a large-scale entertainment complex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III 
district b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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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사업 성과 –12개국 25개 사업 수주 (2015년 기준)

▶  사업영역 다각화 –위탁운영사업, BOT 사업, 해외공항 인수합병 외

▶ Results of consulting services: Won orders for 25 projects in 12 countries (as of 2015)
▶ Diversification of business territories: Management under contract, build-operate-transfer (BOT)  
     projects, and airport M&A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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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외공항 개발사업

Overseas airport development  

지구촌에 또 다른 인천공항을 건설하다  

해외공항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체계적인 공항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로 수출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800여 명의 외국 공항 및 항공 관계자가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문적인 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유럽, 남미, 중동, 서아시아 등 전세계 지역으로 해외공항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CREATING MORE AIRPORTS AROUND THE WORLD 

Overseas airport development is a meaningful business of exporting the expertise of Incheon Airport 
into the world. More than 7,800 overseas airports and aviation officials have visited us to date to 
benchmark. In 2009, we successfully carried out our project for the operation of New Erbil International 
Airport. Now, we are further developing our overseas business around the world, including Europe, 
South America, the Middle East, and West Asia. 

● 해외사업 수주현황 (2015년 12월 기준) 

    Overseas orders received (As of 2015)

Asia
(15 projects)

Europe
(5 projects)

Central and
South America

(3 projects)

Middle East
(2 projects)

아시아

15 건

유럽

5 건 3
중남미

 건2
중동

 건



▶ 화물터미널 – 화물터미널 9개 동(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 항공화물창고, 세관장치장 외 

▶ 공항물류단지 – 1단계 개장(992천m2, 2006년), 2단계 개장(553천m2, 2013년)

▶ Cargo Terminal: Including 9 cargo terminal buildings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etc.), 

     air cargo warehouses     

▶ Airport Logistics Complex: First-phase opening (992,000m2, 2006), second-phase opening 

    (553,000m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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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즈니스의 중심,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the center of international 
businesses 

선진 물류서비스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정확하고 빠른 물류서비스, 편리한 통관절차, 비관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세계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항물류단지에는 물류기업은 물론 스태츠칩팩코리아, 존슨매티카탈리스트 등 글로벌 

제조기업의 생산·배송시설이 입주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ROUGH 

ADVANCED LOGISTICS SERVICES 

The Incheon Airport Free Trade Zone has created a world-class business environment 
by offering accurate and speedy logistics services, convenient customs procedures, 
non-tariff benefits, and various incentive programs. Production and delivery facilities of 
global manufacturing companies such as STATS ChipPAC Korea and Johnson Matthey 
Catalyst Korea moved into our airport logistics complex helping to create added value.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도전해온 세월, 

인천공항의 열정은 바다를 메우고

하늘을 열었습니다.

편리한 인프라, 최첨단기술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고, 

안전·신속·편리한 공항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는 

세계 공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명품공항을 향한 도전,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Incheon Airport took on the challenge of 
reclaiming land from under the sea, and 
opened the skies to the world through 
passion, hard work, and enthusiasm.

We boosted our status as a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by offering convenient
infrastructures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Our top-quality services for a safe,
speedy, and convenient airport have
become the standard for airports around
the world.

But we will not rest on our laurels; we will 
continue to take on challenges, always 
striving to maintain Incheon Airport as a 
high-tech, leading-edge airport, setting the 
standard for the industry. 

A new aviation history begins with Incheon 
Airport.

공항의 역사를 새로 쓰다

Rewriting aviation history



1st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1년 연속 1위

World’s Best Airport 
for 11 consecutive years

186
취항도시수

Destination Cities 

40,000
공항종사자

Airport employees

2.6mil
화물처리실적
Cargo Volume (tons)

7.4mil
환승객

number of transfer pax49mil
여객처리실적
number of pax

90
취항항공사수

Number of airlines in service

* 2015년 기준 (As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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