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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화물 세계 3위 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개

발을 통해 2020년 전세계 세번째로 많은 국제화물(282만 톤)을 처

리하여 동북아 물류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

히 2021년에는 개항 이후 최초, 국제선 화물 기준 세계 두번째로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GLOBAL

2021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공

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개

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

항 개항 시 연간 119만 톤에 불과하였던 항공화물 물동량이 개항 이

후 약 5년 만인 2006년 초 누적 1천만 톤을 달성하였고, 2018년 초 

누적 4천만 톤을 달성한 이래 불과 약 3년 6개월만에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하면서 항공화물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0

INTRODUCTION
인 천 공 항 ,  가 장  스 마 트 하 고  신 뢰 할  수  있 는  글 로 벌  물 류  허 브

40%

인천공항의 2020년 국제 항공화물(Air Cargo) 282만 톤 중 환적 화

물은 115만 톤으로 전체 비중의 약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항보다 높은 환적화물 처리 비율로 동북아 물류 거점 (Hub) 공항

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환적화물 비율 약 40% 유지

Million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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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리한 통관 절차, 비관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2,093천㎡가 자

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제1공항물류단지 확장부지 922천㎡가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제2공항물류단지 326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며 입주사들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과 무역 활동을 보장받고,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지역은 직반송로로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운송절차 없이 상호 이동

이 가능하며, 단순가공·조립·사용소비신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이 가능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

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항물류단지에는 38개의 물류 기업과 2개의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단순 수출입 물류에서 고부가가치 물류 

또는 융복합 물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및 글로벌 특송사를 유치하여 7개 동의 화물터미널과 3개 동의 항공화물

창고, 4개 동의 특수목적처리시설, 2개 동의 세관보세구역 등이 입주하여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확대 통해
항공화물 허브화 가속 

구분 일반화물터미널 항공화물창고 특수목적시설 세관보세구역글로벌특송사

해당
시설

- 대한항공 1,2
- 아시아나
- AACT 1,2

- 북측항공
   화물창고
- 인천항공 A, B

- 국제 우편 물류시설
- 미군사 우편시설
- 인천세관물류센터
- 위험물 저장소

- 세관지정
   장치장
- 세관청사

- DHL
- FedEx

6.3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4단계 건설 완료 시 연간 

여객 1.06억명, 운항 60만회, 화물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허브 공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4단계 사업의 핵심시설인 제4활

주로를 2021년 6월 17일 성공적으로 오픈하였고, 2024년이면 제2

여객터미널 확장사업도 완료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 비즈니

스와 물류의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계 건설사업 통해 630만 톤 처리하는
메가 허브 물류공항으로 도약 준비 

Million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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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온도민감화물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

로 매년 20%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2021년 9월 AIRSIDE(항공기운항구역) 내에 백신 등 바

이오 의약품, 신선식품, 생동물 등의 여객기 간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

고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해당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 (Cool Cargo Center)’을 운영 개시하여 신선화물 허브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Cool Cargo Center 오픈으로 
신선화물 허브로 비상 

인천공항은 관광, 물류, 항공지원산업을 비롯한 공항연관산업의 인

프라 조성과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내 자유무역지

역을 개발하여 글로벌 항공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관광, 항공MRO, 첨단산업 등 공항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구

현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MRO 유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제 인천공항은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동

북아와 글로벌 비즈니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에어시티 개발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넘어 인천공항 경제권 구축 

$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에 1.6백만㎡ MRO 부지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RO 산업을 위한 전문적인 설비와 부지 조성 

및 기술력을 갖춘 풍부한 MRO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서 전세계 항

공사들을 위한 통합 원스톱 정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 5월에 이스라엘 IAI 社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유치하고, 7

월에는 세계 최대 화물항공사인 美 아틀라스항공의 전용 정비시설

을 유치했습니다. 

MRO클러스터 구축 통해
올인원 서비스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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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범지구적인 친환경 노력,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ESG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100% 전환, 환경 영향 최소화 등으로 저탄소 친환경 공

항을 구현하고,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명 창출, 무결점/무사

고/무재해 공항 구현 등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2025년까지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투명

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미래공항의 발전적 패러다임

을 제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SG경영으로 산업 생태계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인천공항은 ‘비전 2030+’를 선포했습니다. ‘We Connect Lives, Cul-

tures and the Future -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라는 

新 비전을 통해 공항의 궁극적 지향 가치인 “Connect”, 즉 사람과 삶

의 가치를 ‘연결’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중심 공항, 허

브 그 이상의 문화 네트워크를 통한 품격 있는 공항, 新 영역을 개척하

며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미래 공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

털 공항 운영 등 新 비전 9대 전략과제를 토대로 2030년까지 △ACI 고

객경험 최상위 △동북아 에너지자립도 1위 △사고재해 Zero △항공운

송(ATU*) 세계 1위 △국가경제기여도 88조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 ATU (Airport Throughput Units) :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전세계 공
항의 항공운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여객(명) + 화물(톤)×10 + 
운항(편)×100으로 지표 산출

‘인천공항 新비전 2030+’를 선포

2030+

ESG



6

Why Incheon Airport Cargo 탁월한 인프라스트럭쳐 

365일 연중 모든 대륙으로 논스톱 연결이 
가능한 공항

연간 630만 톤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카고 용량

최고의 연결성과 확장성 제공은 기본,
지속적인 투자로 고객의 더 큰 성공 지원 

2021년 9월 기준, 인천공항의 화물노

선은 25개 항공사를 통해 45개국 113

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항 지

역별로는 중국 22개, 일본 5개, 동남아 

11개, 북미 25개, 중남미 4개, 유럽 20개, 러시아 7개 등이며 

전세계를 365일 논스톱으로 연결합니다.

2021년10월 현재 인천공항은 연간 

372만 톤의 항공화물 (Air Cargo)을 

수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급증하는 수출입 

화물과 특송 화물 그리고 신선화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신

규 화물터미널과 특송사 터미널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

획으로, 연간 6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3
MILLION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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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 화물터미널
확대 가속화

공항, 항만 및 고속도로 간 뛰어난 
연결성 확보

제2공항물류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투자유
치 환경 조성 완료

한국 대표 복합 운송 전문기업들도
물류단지에 속속 입주

인천공항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하나의 물류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인

천항, 부산항을 통한 물류 복합 운송 체

계를 구축하고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항은 현재 38개의 선사가 192척의 

선박을 투입해 주당 89회 기항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일본·중

국 등 동북아시아 항로 31개, 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항로 32개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전체를 효과적으로 연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차량의 중국 내 운행을 통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인천공항까지 직접 운송할 수 있는 복

합일관운송사업(RFS, Road Feeder Service)이 준비 중으

로 RFS 사업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Sea&Air 운영 방식보다 

운송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326

천㎡ 규모에 총 20개 필지로 구성된 제

2공항물류단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제2

공항물류단지는 의약품 등 新성장화물, 환적화물 창출, 중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新성장화물 사업권, GDC(글로벌배송

센터) 사업권, 사회가치 사업권의 3개 권역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며,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투자금

액에 따른 인센티브, 조세 감면 등 비즈니스 친화적인 투자환

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

을 갖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물류기업인 AACT의 경우, 기

존에 운영 중인 화물터미널(Atlas Air 

Cargo Terminal) 외에 신규 화물터미

널의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특송기업 DHL은 2022년까지 약 750억 원을 

투입해 인천공항 내 DHL 전용 화물터미널을 기존 대비 3배가

량 확장할 예정입니다. 2007년 설립된 DHL 인천허브를 3배

가량 확장하게 되면 시간당 특송화물 처리개수가 현재 8,100 

개에서 21,000 개로 160%가량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한 최신 자동화 물류설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은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아울러 DHL 화물터미널

은 북태평양 지역과 미주, 구주를 연결하는 특송화물 운송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고객 맞춤형 개발사업(Build To Suit)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가량 확장된 FedEx전용 화물터미널은 연간 17만 톤 이상 항

공화물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공항물류단지는 1단계 992천㎡, 

2단계 확장부지 651천㎡ 부지가 포

함되며, 국내외 유수의 물류기업 40개

사가 입주 또는 운영개시 예정입니다. 

입주 사업모델은 국제화물운송중개, 

Sea&Air복합화물운송, 상용화주, 화물혼재사(consolida-

tor), 글로벌 배송센터(GDC) 등 다양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물

동량 창출과 고부가 경제가치 창출을 위한 신성장화물(전자상

거래, 의약품 등) 유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

벌 해외직구 플랫폼인 아이허브의 아시아권역 국제물류센터 

유치에 성공, 축구장 4개 규모(약 1만평)의 첨단물류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300여명 고용창출과 1천억원의 경제적 파

급효과로 국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

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공항물류단지 물동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도 국내 최대규모

의 항공혼재화물 전문기업과 중국발 전자상거래 및 특송화물, 

복합운송에 특화된 우량 물류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물동량 창

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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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ncheon Airport Cargo 스마트한 디지털 공항

인천공항이 관세청과 협업해 구축한 UNI-PASS는 세계 최초로 

100% 온라인으로 통관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100% 온라

인화를 통해 빠르게 통관 업무 처리를 해 속도가 생명인 물류 산업

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세계 관세 기구 (World Cus-

toms Organization) 소속 17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서비스이며, 

24시간 통관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체없는 물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I-PASS 도입 이전에 1일 이상 소요되던 수

출통관은 2분, 2일 이상 소요되었던 수입통관은 2.5분, 3일 이상 걸

렸던 관세환급은 5.2시간, 4일 이상 소요되던 관세납부는 10시간으

로 단축되었습니다. 시간단축의 효율성,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접근성, 신고와 확인이 바로 가능한 즉시성, 국제표준을 반영한 

국제성까지 UNI-PASS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물류 전 과정에
종이 없는 디지털화,
세계 최초 100%
온라인 통관처리 구축 

세계 최초 100% 온라인 
통관처리시스템 구축, 
WCO 17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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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IS는 항공사, 포워더, 조업사, 보세운송사 등 민간 항공물류 주

체들 간 협업을 지원하고 위험물신고 등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분야 

B2G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 프로세스 기반 항공물류정보 인프라 시

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적항공사의 협력 체

계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실시간 물류정보연계 처리

를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으로서 물류 리드타임 단축을 통해 항공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IRCIS에서 제공하는 주

요 서비스로는 스케줄 정보 조회, 화물예약 및 추적, 터미널 조업정보 

조회, D/O 조회 등이 있으며 EDI, 웹, 오픈 API의 형태로 다양한 항공

물류 주체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이 서류 없는 수입화물
출고 신청 지원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류의 
전자적 제공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인프라 구축 예정

항공물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물류정보시스템
(AIRCIS), 정보연계
네트워크로서 항공물류 
주체들 간 협업 지원

2021년 4월부터 EDI 기반의 수입화물 출고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여 

항공물류 프로세스 상 무서류화 도입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물 출고 신청시 보세운송업자가 화물터미널에 제출하는 종이서류

를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종이서류 출력 및 인편전달 과정을 제거하

였고, 화물 출고 리드타임 단축 및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었습니다. 향

후 무서류화 대상구간 확대를 통해 수입화물 전 과정에 종이 없는 업

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미래형 항공물류 프로세스 도입 및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

미널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 운영 전문가로 구성된 협

의체 운영과 공동 연구를 통해 미래형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항공화

물처리 전 과정에 무인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신

기술을 접목하여 2024년까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테

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화물터미널 운영사업의 재무적 타당

성과 IT 기술 적합성을 점검하고, 운영 전반의 각종 노하우 축적을 통

해 2030년 내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의 운영 개시와 항공사 재배

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NOTOC 서비스를 통해 웹기반의 NOTOC 작성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과 EDI 기반의 항공사 위험물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항공사가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IRCIS를 통해 연계·취합된 항공기탑재 위험물정보는 정부의 항공

보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RCIS의 통

계 서비스를 통해 물류 관련 정책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AIRCIS

e-NO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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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ncheon Airport Cargo Safety & Security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프로세스, 서비스를 갖춘 
안전한 공항 

아시아 최초 국제공항협의회 
(ACI) 공항 방역 인증 완료, 촘촘한 
K-방역체계 선제적 구축  

항행안전시스템, 개항 후 20년간 
17만 시간 무중단·무사고 운영 
대기록 달성

인천공항은 아시아·태평양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

tional)이 인증하는 공항방

역인증(AHA)을 획득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HA는 Airport 

Health Accreditation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

합하는 위생･방역･안전관리 수준 인증입니다.

항행안전시스템은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지원

하는 시설로서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착

륙을 유도하는 계기착륙시설, △지상과 항공기 

간의 무선통신(음성 및 데이터)을 지원하는 항공

정보통신시설, △항공기의 위치를 탐지하고 관

제를 지원하는 레이더시설, △불빛으로 활주로

와 유도로를 식별ᆞ안내해주는 항공등화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천공항은 현재 총 50종의 

항행안전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 3

월 29일 개항 이후 17만 시간 동안 한차례의 안

전사고도 없이 항행안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

고 제공하였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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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활주로 최고 운영등급
(CAT-IIIb)을 획득

중대재해 “ZERO” 구현 

인천공항은 2003년 아시아 최초

로 활주로 최고 운영등급(CAT-

IIIb)을 획득한 이후, 현재 4본의 

활주로 모두 CAT-IIIb 등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는 활주로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

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 근로자를 위

한 산업안전보건 활동 프로세스

를 시스템화하여 안전경영 체계

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적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모의 훈련 등 체계적  
프로세스가 확립된 믿을 수 있는 공항

인천공항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

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체

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MS는 조직의 경영

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의 

구조, 가용자원, 직원들의 책임분장, 권한/임무, 의사

결정 및 관리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지표는 항공안전장애, 지상안전사고, 비행장 시설 기

능장애입니다.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가 장비 및 차량 

등과 충돌하거나 항공기 간 충돌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상안전사고는 보호구역 내 차량 및 장비 등의 충돌

을, 비행장 시설 기능장애는 공항 이동지역 관리상태 

부적절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항공등화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천공항은 

이러한 3가지 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항공사, 조

업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하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생

명존중 문화 정착 및 재난대응체

계 구축을 통해 인천공항 수출입 

항공화물 처리 무중단 운영을 달성하였고 자유무역지

역 근무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왔습니다. 관세사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

으며, 화재대응을 위한 자체 공항소방대를 24시간 운

영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사고를 최소화 하고  있

습니다.

0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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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ncheon Airport Cargo Incomparable Advantage

다양한 인센티브와 
조세 감면 혜택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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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확대 통해 통관 절차 및 비관세 혜택 제공 

글로벌 배송센터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지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편리한 통관 절

차, 비관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2005년 4월 2,093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제1공항물류단지 

확장부지 922천㎡가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제2공항물류단지 326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며 입주사들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받고, 저렴

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지

역은 직반송로로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운송절차 없이 상호 이동이 가능하며, 단순가공·조립·사

용소비신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이 가능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화물 항공사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및 조세 감면 

글로벌 배송 센터 (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글로벌 화주의 제품을 반입해 보관하면

서 개별 주문이 발생할 때 제품을 분류, 재포장한 뒤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로 주로 전자상거래 기업

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글로벌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에게 다양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와 신속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계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스페이시스원을 비롯해 

독일 글로벌 물류기업인 쉥커코리아(DB Schenker) 등이 인천공항에서 GDC센터를 운영하기 위

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인천공항 내 화물항공사와 글로벌 물류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시

행되고 있습니다. 화물항공사의 경우 신규 취항, 신규 노선 및 증편 운항, 심야 운항 시 각 유형별로 일

정비율의 착륙료 감면(신규취항의 경우 최대 100%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 대비 환적물동량

이 증가할 경우에도 증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 기업은 투자금액에 따라 토

지임대료를 최대 7년간 100% 감면하고, 전년 대비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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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물 류  허 브  전 문 성 

의약품
온도민감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공운송 체계 구축

1

2

영국의 시장 분석기관인 이밸류에이트파마(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

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660억 달러 규모로 최근 8년(‘10~’18) 간 연평균 8.2%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26년에는 5,050억 달러로 시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인천공항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화물로 평가되는 의약품 항공운송 시장

을 선점하고 항공운송 관련기관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IATA의 CEIV Pharma Certification획득, 
코로나 진단 킷 및 백신 운송 능력 입증

인천공항은 2019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CEIV Pharma 인증을 받아, 의약품 운송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백신과 같은 온도조절 및 시간민감제품 등 의약품 화물처리능력

을 인정 받은 인천공항은 코로나 발발 이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진단 킷 및 백신의 

운송 과정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IV Pharma 인증(2019)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의약품(백신 등) 항공운송에 특화된 품질 인증 제도  

의약품 항공운송 확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인천공항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글로벌 바이오제약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메타바이오메드 등과 ‘인천공항 의약품 항공운송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Air Cargo)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약품 항공운송을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

였으며,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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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1

선진 물류프로세스를 갖춘 안전하고
스마트한 글로벌 배송센터

글로벌 배송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고객의 주문이 예상되는 해외물품을 

국내에 반입 및 보관 후 해외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에 따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글로

벌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 등 유관 기

관과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로 벌  물 류  허 브  전 문 성 

아시아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류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2

인천공항 글로벌 배송센터의 입지 경쟁력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까지 완벽한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GDC

를 위한 최고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으로서 중국 22개 도시, 일

본 5개 도시, 동남아 11개 도시로 논스톱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항을 통해 중국 내 다

양한 도시로 비용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일관운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표적 건강보조식품 분야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이허브는 인천공항의 GDC센터를 활용해 제품

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고객의 주문에 따라 빠르게 배송을 시

작합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은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

비 및 부품을 인천공항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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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배송센터(GDC) 신축 통해 
전자상거래 허브로 

현재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는 미국의 대표적 건강보조식품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이허

브의 국제 거점 물류센터,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글로벌 배송센터, 국

내 대표 물류기업 한진의 글로벌 배송센터가 입주하여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계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인 스페이시스원의 국제물류센터를 비롯하여 독일 글로벌 

물류기업 쉥커코리아(DB Schenker)의 글로벌 배송센터가 설계 및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협약 체결한 쉥커코리아(DB Schenker)의 글로벌 배송센터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으로, 2026년까지 신규 환적화물이 1만 7천 톤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전체 환적화물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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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화물을 위한 콜드체인 & CCC

신선화물 수요에 대응해 신선화물처리
시설 운영 개시 

인천공항은 연간 20% 내외의 신선화물 성장에 대응하여 2021년 9월 아시아 최초로 AIR-

SIDE(항공기운항구역) 내에 신선화물처리시설인 쿨 카고 센터(Cool Cargo Center)를 오

픈했습니다.

쿨 카고 센터의 오픈으로 최근 항공화물 트렌드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의약품, 신선화물 등 온

도 민감 화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인천공항의 콜드체인 거점을 마련하

였으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쉽게 상하기 쉬운 식품과 식물 등 다양한 신선화물을 다루게 될 예

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선화물 국제인증 획득 등 항공화물 운송 표준화, 콜드체인 화물 전용 터미널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 로 벌  물 류  허 브  전 문 성 

AIRSIDE 내 신선화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최상의 신선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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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분야 세계 3대 국제기구의
국제 인증 교육과정 운영하는 아‧태지역 유일한 교육 기관

아시아 최초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 방역 인증 완료, 
촘촘한 K-방역체계 선제적 구축  

의약품 IATA CEIV Pharma Certification 획득 

아시아 최초로 활주로 최고 운영등급 
(CAT-IIIb)을 획득

인천공항은 아시아·태평양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

tional)가 인증하는 공항방역인증(AHA)을 획득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AHA는 Airport Health Accreditation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방역･안전관리 수준 인증입니다.

인천공항은 2003년 아시아 최초로 활주로 최고 운영등급(CAT-IIIb)을 획득한 이후, 현

재 4본의 활주로 모두 CAT-IIIb 등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는 활주로 가시거리가 75m

에 불과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8년에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Incheon Airport Aviation Acade-

my, 이하 IAAA)은 세계 각국의 항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

공산업 분야 세계 3대 국제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항공교육기관은 아‧태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유일합니다.

2019년 인천공항은 공항 커뮤니티 형태로 IATA로부터 CEIV Pharma 인증을 받았습니

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의약품과 신선 화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선

화물처리시설 (Cool Cargo Center : CCC)을 AIRSIDE(항공기운항구역) 내에 개발하

여 의약품 및 신선 화물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CEIV Pharma 인증(2019)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의약품(백신 등) 
  항공운송에 특화된 품질 인증 제도  

Global Certification
GLOB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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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Cargo News

Asia Cargo News

Air Cargo World 

Air Cargo World 

Air Cargo World 

Asia Cargo News

2021 Asian Freight, Logistics And

Supply Chain Awards (아시아 화물·물류

어워즈) 최우수 녹색 공항상

2019 Asian Freight, Logistics And 

Supply Chain Awards (아시아 화물·물류

어워즈) 아시아 지역 최고 공항상(1백만톤 이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글로벌 우수공항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최우수 공항상,

최우수 신선화물 처리 공항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최우수 공항상 

2020 Asian Freight, Logistics And

Supply Chain Awards (아시아 화물·물류

어워즈) 아시아 지역 최고 공항상(1백만톤 이상)

Global Awards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GLOB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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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argo World 

Air Cargo World 

Air Cargo Week 

Air Cargo World 

Air Cargo Week

Air Cargo World 

Air Cargo World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우수 공항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최우수 공항상 

World Air Cargo Awards

올해의 공항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우수 공항상 

World Air Cargo Awards

올해의 공항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최우수 공항상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아시아 지역 최우수 공항상 

Global Awards
GLOB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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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천공항과
한 팀처럼 일하기에 속도는 기본,

고객의 까다로운 니즈도 다 맞출 수 있어요“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3대 항공화물회사 중 하나인 

페덱스(FedEx)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터미널에 입

주 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연간 17만 톤 이상 항공화물 물

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페덱스 전용 화물터미널이 오픈할 예정

으로 현재 막바지 준비 단계가 한창입니다. 기존 대비 3배가량 

확장되는 페덱스 전용 화물터미널은 인천공항 물류처의 고객 

맞춤형 개발사업(Build To Suit)의 일환으로 설계 단계에서부

터 페덱스가 원하는 대부분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 최적화된 

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페덱스의 항공과 패키지 조업을 총

괄하는 김종윤 이사는 “인천공항은 항공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

는 한 팀처럼 느껴진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며 “공항

공사가 신규 페덱스 전용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해당건물을  

페덱스에 인계하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줬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김종윤 이사는 “인천공항의 최고의 장점은 안전(Safety)

과 신뢰성(Reliability)”이라며 “최근 페덱스의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다. 온도에 민감한 화물, 충격에 

예민한 제품 등이 많아 지면서 이런 제품을 안전하게 다뤄 줄 

공항을 찾고 있다. 인천공항은 SMS(Safe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서 입주사들과 한 팀이 되어 논의하고 실시간

으로 대응해 주기 때문에 까다로운 의약품 및 반도체 등의 배송

을 위한 최고의 공항이다. 페덱스 역시 앞으로도 공항공사와 긴

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글로벌 물류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

처함으로써 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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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천공항과 함께 
쿨카고 센터(Cool Cargo Center)로

신선화물 및 의약품의 안전한 배송 책임진다“ ”
2001년 개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인천공항은 2021년 9월 제 2여객터미널 

관제탑 서편에 쿨카고센터(Cool Cargo Center)를 오픈해 운

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AIRSIDE(항공기운항구역) 내에 신선화물처리

시설인 쿨 카고 센터(Cool Cargo Center)를 오픈해 의약품을 

포함한 쉽게 상하기 쉬운 식품과 식물 등 다양한 신선화물의 안

전한 배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배송 할 

수 있도록 지붕(Canopy) 및 냉장/냉동/보온 등의 온도조절 창

고를 갖추고 있으며, 신선화물의 외기 노출 시간을 줄여 운송 품

질을 높이고, 온도조절 창고에서 화물 특성에 맞는 온도를 유지

시켜 줍니다.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홍성협 고객서비스팀장은 “아시아

물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천공항

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신선화물시장에서도 아시아 거점 공항

이 되기 위해 적기에 쿨카고센터를 오픈했다.”라며 “특히 쿨카고

센터가 AIRSIDE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화

물 이동 시간을 대폭 줄여 연결 시간이 짧은 환적 화물도 더욱 안

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프라스트럭쳐를 갖추게 되었

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Covid-19 이후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을 통해 코로나 진

단킷의 글로벌 배송을 책임져왔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백신을 몽골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안전하게 배송했

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홍성협 팀장은 “인천공항은 AIRCIS라는 항공

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물류주체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준

다.”라고 인천공항의 앞선 디지털화를 장점으로 꼽았으며, “앞으

로도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공항으로서의 역

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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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 퀄리티, 신뢰
측면에서 최고의 공항이다“ ”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쉥커코리아(DB 

Schenker)는 1997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인천공항과 긴밀

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쉥커코리아의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CEO는 “동북아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

는 인천공항은 인구 16억명, 전세계 GDP의 25%, 150개 도

시와 연결되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글로벌 물류 비

즈니스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

합니다.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CEO는 “탁월한 인프라스트럭쳐

를 갖춘 인천공항의 진정한 경쟁력은 유능한 인재들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고객의 요구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

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전문인력과 함께 디지털화되고 단순화

되어 있는 관세처리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물류 전과정에서 신

속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쉥커코리아는 높아지는 의약품의 콜드체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IATA의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CEIV Pharma)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루카트 CEO는 “최근 한국은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이 눈

부시게 발전했을 뿐 아니라 의약품 분야에서도 수출이 크게 확

대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처리가 까다로운 화물

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 우리의 전문성은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의 탁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높은 퀄리티와 안정성은 큰 힘이 되고 있

다.”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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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LOBAL CARGO HUB

ADDRESS

LINKEDIN

TELEPHONE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2382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공사: 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https://www.linkedin.com/company/incheon-international-airport-cargo

물류영업팀: 032-741-2277

EMAIL
cargo@biz.airport.kr

https://www.linkedin.com/company/incheon-international-airport-car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