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2
0
1
3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사

회
책

임
경

영
보

고
서

The initiatives 
for our better futur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3

ContentsAbout This 
Report

CEO Message 02

Highlights 2012 04

Special Report: SR 이해관계자 위원회 06

기업 개요 12

사회책임경영 전략 14

지배구조 16

이해관계자 참여 18

중요성 평가 및 핵심 이슈 24

사회책임경영 평가 26

I. Company Profile and Strategy

경영성과 30

허브공항으로의 도약 32

미래성장기반 강화 34

허브 인프라 구축 36

리스크 관리 37

II. Being Global Airport Leader

고객만족경영 40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44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나눔 47

III. Investing in Our Society

친환경 녹색공항 52

환경영향 최소화 56

IV. Creating Green Airport

신뢰받는 윤리문화 60

조직 및 인재경영 63

V.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

사회책임경영 성과 70

제 3자 검증의견서 72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결과보고서 74

GRI G3.1 및 ISO 26000 적용 수준 76

UNGC Advanced Level 80

수상실적, 단체가입, 법규준수 현황 82

GRI Application Level Check Statement 84

독자의견 설문지 

VI. Appendix

보고서 특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다양한 노력

을 경주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 성과를 담아 공개하는 여섯 번째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이며, 이해관계

자 여러분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사회책임경영 보고 국제 표준인 GRI G3.1 가이드라인 및 ISO 260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기준지표에서 'A+'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작성되

었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으며, 일부 주요 활동의 경우 2013년 상반기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2010년부터 3년 동안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 통화단위는 대한민

국 원화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각종 계량단위는 보고서 내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내용은 내부 실무담당자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의 정확도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3자 검증기관은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기

준 중 ‘A+’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검증의견서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및 피드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고서에 관한 의견은 보고서 

뒤편의 설문지를 이용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

주소 (400-7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담당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

전화번호 032-741-2107~8

팩스번호 032-741-2330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3

국민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공기업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기업을 목표

로 장벽 없는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마련하여 경영전략체계 전반에 걸

쳐 공생발전 및 동반성장을 염원하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

영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SOC부문 6년 연속 1위, 공기업 최초 ‘All 

Star Top 7  ’ 선정은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온 사회책임경영 활동에 대해 

국민이 주시는 소중한 상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한 협

력사와의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지원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하늘문화센

터를 건립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범적 사회공

헌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올해에는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를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인 공항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희

망찬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심화에 따른 항공수요 성장세 둔화로 항공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고한 이

해관계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여객서비스와 고객중심의 마

케팅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4개 항공사, 55

개국 176개 도시를 연결하며 운항, 여객, 환승객 등 각종 성장지표에

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여객 4,000만, 환승객 700만 시대

를 목전에 두며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지역 해외사업 수주석권 및 역대 최대 규모의 공항복합도

시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1조 원 이상의 비항공수익을 달성하는 개가

를 올렸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

제 부흥에 기여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공항 그 이상의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개척하여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

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포트・그린포트 건설로 지속가능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까지의 빛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새롭게 가다듬어 지속가능한 공기업 모델의 새 역

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하고 성공적인 개항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을 이룩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

하는 새로운 20년을 개척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3단계 건설 사

업을 첨단기술과 융합하는 친환경・에너지자립형 개발전략 하에 추진

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스마트포트・그린포트로 변모시키는 대역사

를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공항서비스평가 8년 연속 세계 1위로 인정받은 인천국제공항만의 출입

국 수속절차 기반시설과 운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Passenger Flow 

Management System, Self Check-in 및 수하물 수속서비스, 안면인

식 출입국수속 자동화 서비스, Auto Departure Gate 자동화 시스템 등

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포트의 기치 

아래 최첨단의 여객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과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항이라는 최첨단 미래공항의 청사

진을 제시하여 공항복합도시 개발과 해외공항 건설 사업을 선도함으로

써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20년을 위한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둔 모든 성과는 정부, 고객, 사업파트

너, 지역사회,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신뢰와 사랑

으로 일구어진 결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비전과 열정에 대한 여러분의 든든

한 지지와 격려야말로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의 성과가 향후에도 지

속될 수 있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가족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본 보고서가 인천국제공항공

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20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

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채널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EO Message

2013년 8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성공적인 개항 이후 13년 동안 연평균 7%에 육박하는 여객성장률과 

연평균 14%가 넘는 경이적인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2012

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여객 세계 9위(3,835만 명), 국제화물 세계 2위(246만 

톤), 환승객 686만 명의 역대 최고 항공운송실적을 달성하며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인원의 3/4, 수출입액의 1/4을 담당하는 국가관문이자 수출입 최전선 기지로서 국가적 소임을 훌륭히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공항서

비스평가(ASQ) 8년 연속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은 우리 정부와 대주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세계 공항 관계자들과 고객들은 다양한 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룩한 유례없는 성공에 감탄하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8년 연속 선정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에 화답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지난 2012년에도 변함없이 

인천국제공항을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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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 GWP 기업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시

상식에서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

업 및 기관에 수여되는 최고상인 공공서

비스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

니다. 특히 GWP(Great Work Place)

지수 US 100대 기업 수준을 상회하는 

성과 달성은 긍정과 신뢰 기반의 신바람

나는 일터를 구현하고, 일과 삶이 조화

로운 가족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내부 고객인 

임직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

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입니다.

해외사업 다각화

국내 공항산업 최초로 건설・운영・서

비스 노하우를 해외공항에 수출하고 있

습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이라

는 브랜드 파워와 운영 노하우를 토대

로 해외사업을 다각화하여 필리핀, 도

훅, 이라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서 5개 신규 해외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수주금액은 1,460만 불로 2011년 대

비 105% 증가하며 놀라운 성장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4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교육마케팅을 펼치는 

등 세계적인 공항운영전문기업으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Highlights 2012

존경받는 기업 6년 연속 선정, 

공기업 최초 Top 7 진입 

국민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익중시 경

영방침 실현을 통한 사회책임경영활동

을 통해 6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SOC 부분)으로 선정됨과 동

시에 공기업 최초로 ‘All Star 7’에 등극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글로

벌 공항전문기업으로 지속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ASQ) 8연패 달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설문조

사를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종합평가결과 인천국

제공항은 5점 만점에 4.95점을 획득하

여 평가대상 공항 중 글로벌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항임을 다시 한번 입증

하였습니다.

녹색물류 세계 최고 공항 선정

물류 전문지인 카고 뉴스 아시아(Car-

go news Asia)가 주관하는 제 27회 

The Asian Freight & Supply Chain 

Award(AFSCA)에서 최고 녹색물류 

서비스 공항상(Best Green Service 

Airport)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천국제

공항은 녹색물류 선도 공항으로서 그린

카고허브(Green Cargo Hub) 사업을 

시행해오며 약 400기의 경량형 항공 화

물 컨테이너를 보급하여 연간 28,000

톤의 CO₂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 내 지상조업사를 지원하여 친

환경 생분해성・광분해성 항공화물 포

장비닐 보급사업도 추진하며 물류 허브 

공항이자 저탄소 녹색공항으로서 입지

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핵 안보정상회의 성공적 지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한 천여 명이 넘는 VIP 

방문객(53명의 각국 정상, 4개 국제기구 수장 등)에 대해 완

벽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대표관문으로 국격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프로그

램을 선보이는 등 국가관문으로서 완벽한 안전보안 실현 이상

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

로패를 수상하였습니다.

항공운송 역대 최고실적 시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항공성장 둔

화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여객 세계 9위(3,835만 명), 국제화물 

세계 2위(246만 톤), 환승여객 686만 

명으로 역대 최고의 항공운송실적을 실

현하며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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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위원들

1. 임태형(좌장,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

2. 최석문(국민은행 부지점장)

3. 정미옥(라임글로브 팀장)

4. 이성구(한맥기술 전무) 

5. 정용숙(생명의 숲 국장)

6. 김희연(몽땅 대표)

7. 이범열(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8. 강상균(어린이 재단 팀장)

김희연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사회책임경영

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인천시가 바라

고 원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해도 수혜

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상대를 이해시키기 어렵고 공

사의 사업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와 지역사회 간

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상균 팀장: 지역사회 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에 있으며, 지역사회가 공사에 거는 기대 또한 크고 그 관심도 높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화를 통하여 그 요구를 수렴하고 지

역사회에 대한 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업적/사회적/지역적 가치

에 대한 사회책임경영 활동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미옥 팀장: 이제까지 공사가 진행해온 사회공헌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영종도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지역 밀착형 사업공헌 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사회의 범위를 인천

시로 정확하게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인천 지역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의제 2

“나눔문화 실천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

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공헌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공사

가 보다 노력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있

다면 무엇입니까? ”

정용숙 국장: 사회공헌사업 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투자

는 기업의 의사결정시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지역주민을 양성하고 이

들이 그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

는 것에는 단체나 기관들이 인색한 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세계평화의 숲에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직접 생태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

한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성과가 가시적으로 빠른 시

일 내에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사업에 관

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

으로는 프로그램 참여 인력,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량성과 보고를 다른 기업과 달리 가치 있게 표현해 내는 것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임태형 소장: 해외에서 발간되는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성과를 수치화하여 데이

터 위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방법인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보다 

계량화된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고 보다 진정성 있

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

만, 가능한 공사의 사회책임경영보고서에는 성과를 수치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습니다.  

이성구 전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갖고 사

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투자와 지원

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와 공헌이 이루어지는 것, 지

역사회도 만족하고 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이윤 창출에도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 및 지원 방

향에 대한 전체 로드맵과 아이템 선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강상균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제, 환경, 사회라는 3가지 큰 축으로 

사회공헌을 강화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공헌 사업을 글로벌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까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미옥 팀장: 공사가 정부와 네트워킹을 맺고 지역사회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대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

안입니다. 현재 공사는 3세대 사회공헌 단계로 교육과 문화 사업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로드맵 아래 공사만의 대표 아이템을 일관성 있

게 추진해 나간다면, 공사의 진정성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임태형 소장: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들의 사회공헌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수 수용하고 당시 트렌드

에 따라 자주 바뀌다 보니 백화점처럼 아이템만 많고 실제 국민들이 기

억하고 인정해 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

사는 짧지만 공사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 콘텐츠를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면, 전 국민이 인정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Special Report

2013년도 이해관계자 위원회
주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 현황 진단 및 발전 방향  

일시 2013년 6월 5일 수요일  장소 한국표준협회 가산디지털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공유하고 긍정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제 1회 이해관계자 위원회 개최 이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해관계자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 상반기 제 3회 이해관계자 위원회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살

펴보고,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공사가 향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제 1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가 상위권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역사

회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

사의 이해관계자인 지역사회를 정의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범열 팀장: 공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라 발생

하는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공사가 인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지적

이 많은 만큼 인천시와의 관계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인천시에서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역복지사업들(사랑의 집고치기사업, 보

호자없는 병실 사업,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소통을 전제로 함께 협력

한다면 인천시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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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해관계자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해관계자 위원회에 모든 분

야가 골고루 참여하는 것은 타 기업에 비해 우수하게 시행되고 있는 활동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이

나 기관들의 경우, CEO 또는 책임자가 바뀌면 기업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EO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전체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스템

화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의사결정자 및 책임자들이 공사 사업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을 제대로 구분하

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 부문의 관리가 부실하여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기업들이 많은 질타를 받는 사례들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자선적 사회공헌 활동만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창출된 공유가치를 향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

들어 가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책임경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제 3

“ 사회책임경영 4대 목표 및 전략방향 중 하나가 ‘친환

경 녹색공항’을 위한 환경경영 추진입니다. 환경 친화

적인 녹색공항을 만들기 위해 공사가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할 환경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용숙 국장: 현재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에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사

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등 환

경사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관련되어 공

항 운영 및 건설에 대한 공사의 기준 또는 매뉴얼을 부각시키고, 내부적

으로 환경을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소소한 활동들도 보고서에 자세히 공

개해 주길 바랍니다.

이성구 전무: 공사는 환경법규 준수, 온실가스 감축, 환경/에너지관련 인

증 획득, 공항주변 환경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관리를 위해 시

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판

단하는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과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공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결과보단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

숙한 점이 다소 있으나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숙 국장: 환경이슈는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가 앞으로 진행하는 3단계 사업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공사

를 담당하는 많은 협력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에 환

경을 중요시 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

는 핵심 키워드인 교육과 문화에 환경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추가되는 것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열 팀장: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은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

는 시설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비상 시 전력당국에서는 인천

국제공항공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자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

다. 이에 공사의 활주로 주변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친

환경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

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임태형 소장: 현재 많은 글로벌 공항들도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항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

항공사는 항상 환경이슈를 염두에 두고 환경문제에 있어 조금 더 치열하

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균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친화경 녹색공항’을 위한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개발로 이뤄지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제거와 에너지 자급 공항으로의 발전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치한 인천에 녹색기후기금(GCF)

이 유치되는 등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만큼 더욱 환경을 지키는 친

환경 녹색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성구 전무: 현재 공사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주로 수질, 

폐기물 등 생활환경이 대부분이며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생태계 보호 활동은 외부적으로 잘 드러

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은 비록 관심과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생태계와 관련된 사안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

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영종도 전체에 걸쳐 종합적인 생

태계 모니터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속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

고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제 4

“ 최근 기업과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주요 이슈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도출된 만큼, 

진정한 동반성장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구 전무: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하는 국가 정책방향도 기업이 대

응해야 하는 메가트렌드이며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공사의 경우도 비정규직 문제와 입점업체에 대

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보

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최석문 부지점장: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기간인 것 같습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3~5년 뒤에 다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정성에 대한 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

습니다. 협력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

항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야만 공항운영, 서비스 부분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공항 가족들의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작은 일

부터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용숙 국장: 진정한 동반성장이 되려면 공사와 협력사의 관계가 ‘갑, 을’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십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에서 근무하는 협력사가 공사의 파트너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

을 전사적으로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희연 대표: 공사와 몇 년 동안 같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

사에 대한 정보, 지식은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한편으로 공

사에게 바라는 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명의 숲, 어린이 재단 등 다

른 조직들이 하고 있는 미션, 사업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

들어 주길 바랍니다. 

임태형 소장: 협력사, 사업파트너들과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이들

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소통 채널에 대해 보고서에 자세히 담아주

길 당부 드립니다.

강상균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갑, 을’  관계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

러 현실적 여건과 제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이

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임직원들에 대한 인식 변화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공사의 성공적인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기타 의견

이성구 전무: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사의 윤리경영은 형식적이고 진정성

이 없는 윤리경영이 아닌 이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질

적인 투명경영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창출된 공유가치를 향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책임경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 ”

좌장: 임태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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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선진 경영과 이해관계자의 확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열정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책임경영 리딩 기업의 꿈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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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주요 성과

ㆍ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

ㆍ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반영

사회책임경영 주요이슈

국제선 화물

246 만 톤

국제선 운항

25 만 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

3,835 만 명

국제선 여객

KoBEX SM 지수

4년 연속AAA 등급

A

SOC부문 6년 연속 1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기업 최초   7선정 All Star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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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 사업은 공사의 설립목적과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

라는 비전에 맞춰 항공운송사업, 공항운영사업, 미래성장사업과 허브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련 정부정책 및 4대 경영전략 하에 중장기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세부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성과를 진단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총계 3조 6,178억 원

         임직원수  957명  
(2013년 6월 기준)

         영업이익  7,978억 원  
(2012년 12월 기준)

        설립일자 1999년 2월 1일

기업명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자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 전문기

업이라는 확고한 비전 아래 국가관문으로서 국제공항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누적여객 3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 운항 25만 회, 국제여객 3,835만 명, 

국제화물 246만 톤의 항공운항실적을 기록,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통해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

서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업 개요

설립 목적 및 역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

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성장을 지속해온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우리

나라 출입국 인원의 3/4, 수출입액의 1/4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관문이자 수출입 최전선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연평균 7%대의 항공수요 성장세를 유지하여 동북아 허브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CI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며 국가 대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본부, 3실, 25처, 95팀, 1지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직원은 총 957명(비상임

이사 제외)으로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 직원 951명입니다.

주주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자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

●

1992.11

부지조성공사 착공

1994.09

수도권신공항건설

공단 설립

2009.06

3단계 기본계획  

고시

2009.02

해외사업 진출

1999.02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2012.03

누적여객 3억 명  

돌파

2001.03

인천국제공항 개항

2012.05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7연패 달성

2007.10

항공기 무사고 운항 

100만 회 달성

2013.02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6년 연속 

수상

2008.06

2단계 건설 완료  

및 운영 개시

2013.03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8연패 달성

주주 현황 (단위: 백만 원)

주주명 정부

법정 자본금 8,000,000

납입 자본금 3,617,845

지분율(%) 100

일반현황 

연혁

사장

부사장

비서팀

항공보안처

상황관리센터

비상계획단

통합연대

안전보안실

인재경영실

공항시설처

터미널시설처

운송시설처

시설운영실

홍보실

항공영업처

상업영업처

물류영업처

영업본부

연구개발단

운항관리처

정보통신처

항행처

에너지환경처

운항본부

사업개발단

경영지원처

재무처

경영정보처

경영지원실

기획조정실

건설사업처

건축처

전기통신처

기계처

건설본부

해외사업단

아르빌지사

감사실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이사회

주요사업 영역

●

1) WLU(Work Load Unit): 여객과 화물처리량을 포괄하는 공항의 총량지표로 여객(명)+화물(톤)*10 으로 계산

2) ASQ(Airport Service Quality):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3) EBITDA (Earnings Before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글로벌 수익성 지표

ICN

러시아 14개 도시

아시아 29개 도시

대양주 6개 도시

중국 39개 도시 일본 27개 도시

미주 27개 도시유럽 24개 도시

중동 6개 도시

아프리카 1개 도시

국내선(3개 도시)포함

항공운송 현황  (2012년 말 기준)

항공사 84개

운항 도시 176개

8 1 2 3

54 6 7

세부사업 여객마케팅, 물류마케팅 컨세션,해외사업, Air-City 개발공항운영, 안전보안 공항건설, 친환경 인프라

2012년  
추진내용

・ 항공기 운항 248,031회 
(여객+화물항공편)/년

・ 국제여객 3,835만 명, 
환승객 686만 명/년

・ 국제화물 246만 톤/년

・ 비항공수익 1조 32억 원

・ 상업시설 및 물류단지 운영

・ 면세점 매출 세계 1위

・ Air-City 개발사업 본격화

・ IBC-I, IBC-II, 남측 유수지 2단계

・ 해외사업 진출 다각화 
(총 15건 수주, 62.6백만 불 돌파)

・ 항공수익 5,785억 원

・ 터미널 운영, 안전보안 및  
시설관리

・ 목표달성을 위한 공항시설 확충  
기반마련

・ 공항인프라 구축

・ 3단계 건설(2010~2017년,  
4조 9,303억 원)

・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에너지 목표관리 및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2015년  
전략목표

WLU1) 7,500만 EBITDA 3) 1.3조
ASQ 2) 1위

항공보안사고 Zero

3단계 총 공정률 37.1% 
CO2 배출량 12만 톤 이하

항공운송사업 미래성장사업공항운영사업
허브인프라  
구축사업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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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

공항이 지난 10여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공항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Vision 2015 중장기 경영전략의 책임있는 이행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적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일관된 전략체계 아래 미션과 핵심가치를 정립하여 ‘글로벌 공

항전문기업’ 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공항본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항전문 기업으로서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글로벌 추세를 반영

하여 전략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Vision 2015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실행계획 및 자원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新핵심가치 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공항운영 중심에서 3단계 공항 착공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며 구성원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新핵심가치를 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핵심가치의 제정을 

위해 우선 기존의 가치체계를 진단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구성원의 사고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행동규

범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워크숍,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이 新핵심가치 제정에 참여하였습니

다. 의견수렴과 조정, 합의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10년을 지향하는 新핵심가치를 1. 꿈을 향한 도전, 2. 함

께하는 행복, 3. 더불어 쌓아가는 신뢰, 4. 타협하지 않은 윤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 및 과

거, 현재가치와 미래 지향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Value Story’는 기존의 핵심가치를 보완하고 구성원의 가

치 공유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책임경영 실현의 새로운 추진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회책임경영 
전략

Vision 2015

●

비전 및 전략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신뢰창출을 통해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사회적 기여, 지속가능성장, 환경경영, 윤리경영을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의 4대 전략방

향으로 수립하고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SR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사회책임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림

으로써 사회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SR전담 실무위원회(사회공헌팀, 

상생경영팀, 계약팀, 총무팀으로 구성)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

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 신뢰도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글로벌 공항

전문기업으로서 지속가능 경영활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7대 이슈를 준수하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여 UN

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

으로 개발한 KoBEX(Korean Business Ethics Index)에서 4년 연속 AAA 등급을 유지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책임경영활동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 

비전 및 전략

●

Value Story

아득한 바다를 메워 하늘길을 만든 우리의 

도전은 그 길을 지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최고의 인재

들이 모여 서로를 향한 두터운 신뢰와 윤

리를 바탕으로 내일의 하늘을 열어 갑니다.

新핵심가치 및 Value Story

도전 윤리

행복 신뢰

핵심 
가치

비전

전략 
목표

4대  
전략

전략  
과제

미션

허브전략

허브경쟁력 강화

건설  3단계 건설사업 적기 추진

여객  환승여객 증대 및  

 항공네트워크 강화

물류  물류량 증대 및  

 FTZ 경쟁력 강화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

운영전략

안전 및 운영 효율 제고

안전 보안  최적의 안전보안  

 체계 유지

윤영효율  공항시설 및  

 운영 효율성 증대

환경  친환경 공항운영 체제  

 구현

성장전략

미래성장기반 구축

해외사업 해외사업 진출 확대

Air City  가치 지향적 Air City 

 개발

수익강화  신규 수익원 개발 및 

 수익성 제고

기업전략

지속가능경영 체계 획립

경영 선진 경영체계 구축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육성

기업문화  투명하고 열린 기업 

 문화 정착 

동반성장  공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 실현

도전                I                행복                I                신뢰                I                윤리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Global airport leader creating the difference

ASQ
1위

EBITDA
1.3조 원

WLU
75 백만

항공보안사고 
ZERO

KoBEX
AAA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항패러다임을 실현하여 최고의 감동과 가치를 제공

Vision 2015 전략체계

SR 실무위원

공사

SR 담당자

협력사

SR 담당자

입점업체

이사회이해관계자 위원회 사회책임경영  
최고의사결정기구

SR위원회

SR 실무위원회

실행/모니터링/성과 피드백

사무국

사회책임경영 실행조직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Global airport leader beyond Sustainable Value Creation

사회책임

경영비전

사회책임

목표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친환경 
녹색공항

존경받는 
국민기업

신뢰받는 
윤리문화

사회책임

전략방향 지속가능 성장

Economy

사회적 기여

Society

환경경영

Environment

윤리경영

Ethics

경영전략

핵심가치

꿈을 향한 
도전

함께하는 

행복

더불어 쌓아가는 
신뢰

타협하지 않는 
윤리

사회책임경영 전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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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있는 경영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의장을 비롯한 비상임

이사 7인과 상임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소위원회를 활성화하

고 있으며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는 등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실효적인 견제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총 7인으로 항공경영, 회계, 행정, 항공운항 등 6개 분야에 능통한 전문

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실제 면접을 시행하여 이사진의 

전문성과 선발 과정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비상임이사 4인 외에 여성위

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2인을 영입하여 후보 추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상임이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언론보도 내용을 매일 제공하고, 주간 업무보고(주 1회), 월례보고(월 1회), 분기 

업무보고(분기 1회) 등 상임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2시간 전 주요 경

영현황 및 쟁점에 대해 보고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안건심

의를 도모하고 비상임이사의 전문 지식이 경영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비상임이사

의 경영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

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한 경영활동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이해관계

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며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후보자 선정 기준

기본역량

・경영 관련 풍부한 학식 및 경험

・공공성과 기업성 조화 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고유역량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비전

*비상임이사 1명 선임 예정(2013년 8월)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

상임이사(6명)

정창수 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홍온 남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영근 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이동주 남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지원실장

최홍열 남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업본부장

이상규 남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비상임이사(7명)

이영혁 남 항공경영,    선임 비상임이사(의장) 

권세호 남 회계/경영

장종식 남 항공운항

김동진 남 항공보안

김헌정 남 법률(행정법・형사법 전문)

박충근 남 법률(민사법 전문)

이사회 운영 활성화

이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된 주요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경영현안에 대한 감독 및 경영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이사회의 핵심 역할이 효과적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시행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규정상 위임사항 및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검

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이해 관계상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 선진화에 필요한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

정 시 비상임이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 연계성을 고

려하여 전략, 회계, 보안 등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는 비상임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비정기

적으로 개최되던 기획예산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예산편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밀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기 이사회 전에 보

고토록 하여 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한 결과 효과적인 운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회 참석률이 3년 평균 96.1%(비상임 97.5%)로 계량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인 경

영참여(비상임이사 발언비중 91.5%)를 이끌어 활발한 토론 및 경영제언을 통해 안건의 합리적인 수정 의

결이 이뤄짐으로써 실효적 경영견제 활동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기능적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실적

구분 2010 2011 2012

이사회 개최횟수(회) 17 14 17 

의결/보고안건(건) 41 40 49 

사전심의율(%) 100 100 100 

이사회 참석률(%) 96.8 95.4 96.1 

비상임이사 참석률(%) 97.5 96.7 98.2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83.9 89.4 91.5 

2012년도 소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운영실적 횟수(회) 참석율(%)

기획예산위원회
・2013년 예산(안) 심의

・2012년 예산운영계획(안) 심의

4 100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종합감사・특정감사 결과보고 검토

・총 37건의 안건 심의

10 100

비상임이사회

・2012년 이사회 운영계획 검토

・3단계 공사 및 고속탈출 유도로 검토

・총 5건의 현안 논의

5 100

임원추천위원회 ・ 상임감사 1인, 비상임이사 4인 선임 15 100

보상 및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관장인 사장은 기관평가와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에 의거하여 평가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2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는 전략 및 비전달성을 위한 KPI 달성도와 전사 경영목표 공헌성과에 의해 평가 받으며 성과급은 기본연봉

의 1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 및 운영

●

비상임이사 경영자문 및 제언

   경영견제 및 투명하고 열린 지배구조 도모비상임이사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부의안건 심의/의결이사회

임원후보 추천

독립적인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경영수행 평가

사업수행 감사

감사위원회

예산/운영계획

주요사업 점검

기획예산 위원회

교차참석 또는 위원 순화배치  →  책임경영 강화
투명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영입

 감사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의장: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

의장: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4인,  
 상임이사 1인

의장: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4인,  
 외부(민간) 위원 2인

이사회 기구 구성

비상임이사 경영자문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경영제언 반영건수

3회

2010

8회

2010

8회

2010

3회

2011

11회

2011

11회

2011

4회

2012

12회

2012

12회

2012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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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활동범주 및 접촉 빈도를 고려하여 고객, 정부, 사업

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의 5개 그룹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각 이해관계자 그룹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 공항적 소통채널 구축

인천국제공항은 공항내 이해관계자간 기본적인 가치충돌로 인해 공동가치 추구의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공사, 항공사, 8개 정부 상주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개

선위원회*를 통해 극복하고 오케스트라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해관계자간의 범 공항적 공생시스템을 구현

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개선위원회 주요기능: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범공항적 서비스 개선 안건 논의 및 해결. 혼잡, 안전 등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

이해관계자 그룹 및 

소통 채널

●

인천국제공항은 570여개 기관과 업체, 3만 5천명이 종사하는 시설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상

생이 공사의 미래가치를 결정짓는 최우선 요소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 특성

에 따른 차별화된 소통 방법과 CEO 인터뷰,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관장의 커뮤니케

이션 강화 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공사와 이해관계자간 핵심가치 공

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책임경영을 바탕으

로 서로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공생(共生)과 상성(相成)의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고객   출/입국객, 환영/환송객, 환승객, 기타 방문객, 국민

정부기관   정부,국회, 정부상주기관

사업파트너   항공사, 공항입주사, 상주기관, 협력사, 민자유치회사 

임직원   임직원, 노동조합, 임직원 가족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방자치 단체, NGO/환경단체, 사회복지단체, 

                 학회/협회/학교/문화예술단체

여객의 요구

서비스개선위원회 (분기1회)경영진

서비스개선실무위원회 (월1회)실무진

VOC 위원회

문화예술위

고객위원회

CS닥터

현장의 소리

설문조사
접점직원

Value 
Conflict

비용절감

협력사

기내서비스 우선

항공사

이익추구

입점업체

엄격한 법 집행

상주기관

최상의 공항서비스인천국제공항공사

커뮤니케이션 특성

직급별 공유채널 구축, 노사 스킨십 강화

소통 채널

인트라넷, 전사비전워크숍 각종회의 및 간담회, 경영

정보시스템, 뉴리더 알아가기(Assimilation), 사보,  

노사협의회, 노사실무위원회, 임금 및 단체교섭, 간담회, 

노사합동 워크숍, 노사합동 봉사활동, 노사 화합 선포식

커뮤니케이션 특성

협조 및 정책반영 설득

소통 채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위원회,

항공행정협의회, 보안대책협의회

소통 성과

‘급유시설 입찰 투명성’ 국회 설득

커뮤니케이션 특성

지역문제 해결

소통 채널

SR위원회, SR실무위원회

공사-인천시항공행정협의회, 

소음대책위원회, 스카이페스티벌 등

소통 성과

자사고/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문화

적 갈증 해소

커뮤니케이션 특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통 채널

고객의 소리홈페이지 및 VOC, 고객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CS닥터 등

소통 성과

‘문화공항’컨셉 등 공항업계 新패러다

임 창출

내부직원 비전/전략 공유도

8
5
.2

%

8
7
.3

%

9
0
.2

%

2010 2011 2012

소통 성과

커뮤니케이션 특성

공항 한가족 동반성장 협력모델 구축

소통 채널

CEO 간담회, 현장 대표자 워크숍, 

상생실무위원회 등

소통 성과

협력 업체

커뮤니케이션 특성

범 공항적 상생시스템 구현

소통 채널

서비스개선위원회,

서비스개선실무위원회,

항공사운영협의회(AOC-I)

항공사간담회,

공항운영협의회 등

소통 성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우수 

사례”선정,

2012 유럽 비즈니스모델 연구회 

우수사례 등재

항공사 / 입점업체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고객
(여객)

정부 
기관

사업
파트너

임직원
(노조포함)

지역
사회

7
0
.1

%

9
4
.8

%

9
7
.4

%

상생프로그램 만족도

2010 2011 2012

공항 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갈등극복 및 목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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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파트너2_협력사

사업파트너2(협력사)는 공사의 사회책임경영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중요도에 대해 5점 만점에 4.12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사회책임경영이행(대응)에 대한 수준 또한 평균 4.05로 우수하게 평가하였습니

다. 협력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공적인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하여 내부역량의 중요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5점 만점)

3.00

3.50

4.00

4.50

5.00

Trend

관심도

4.10

관심도

4.10

중요도

4.16

대응도

4.05

대응도

4.13

대응도

3.98

내부역량Impact

관심도 

평균 4.12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중요도는 5점 만점에 4.28점

으로 임직원들은 공사의 사회책임경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책임경영 수

행(대응)에 관한 임직원들의 점수는 평균 4.23점으로 잘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사업 및 활동

을 통한 대응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

3.00

3.50

4.00

4.50

5.00

Trend

관심도

4.25

관심도

4.23

중요도

4.36

대응도

4.18

대응도

4.29

대응도

4.21

내부역량Impact

관심도 

평균 4.28

-지역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정부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도/중요도 평균 3.98

점으로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평균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책임경영 수행(대응)에 대한 

점수는 평균 3.80점으로 트렌드, 임팩트, 내부역량 모두 관심도/중요도 대비 대응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5점 만점)

3.00

3.50

4.00

4.50

5.00

Trend

관심도

3.97

관심도

3.93

중요도

4.03

대응도

3.69

대응도

3.80

대응도

3.90

내부역량Impact

관심도 

평균 3.98

이해관계자 설문

●

설문조사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요 이해관계자인 고객, 지역사회(정부 포함), 사업파트너,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트렌드, 임팩트, 내부역량 이슈에 대한 중요도와 대응 수준을 파악(5점 척도)하

는 질문으로 설계되어 주요 이슈 도출과 향후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고객_여객/고객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도/중요도에 대해 평균 

3.99점으로, 대응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69점으로 보통 이상의 관심도와 대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특히 내부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대응도에 평균대비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내부역량을 공사의 

사회책임경영이행의 중요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점 만점)

3.00

3.50

4.00

4.50

5.00

Trend

관심도

3.97

관심도

3.90

중요도

4.09

대응도

3.65

대응도

3.67

대응도

3.74

내부역량Impact

관심도 

평균 3.99

-사업파트너1_항공사/입점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파트너1(항공사/입점업체)의 관심도/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 평균은 3.77점

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책임경영 이슈의 대응 역시 평균 3.68점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파트너 1군은 외부에 미치는 영향(Impact)도 측면을 3.56점으로 낮게 평가하였으

며,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이해관계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점 만점)
3.00

3.50

4.00

4.50

5.00

Trend

관심도

3.84

관심도

3.69

중요도

3.78

대응도

3.75

대응도

3.56

대응도

3.72

내부역량Impact

관심도 

평균 3.77

     * 기타: 대학, 연구소, 협회, 미디어 등               ** Trend: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향을 받는 외부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슈

  *** Impact: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부에 끼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이슈

**** 내부역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치사슬 분야별로 본 내부 역량 이슈

설문대상

설문내용

설문 기간

표본특성

고객, 사업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정부포함), 기타 *

Trend  ** Impact  *** 내부역량  ****

2013. 05. 10 ~ 2013. 05. 24

임직원: 전수조사            고객,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외: 할당 표본 추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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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터뷰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공사가 추진하는 사회책임경영 활동의 중심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긍정의 관계와 공유가치 창출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사회책임경영을 이행하고자 매년 고객, 정부, 사업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사회책임경영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천국

제공항공사의 주요 사회책임경영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오공명 사무관

2012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계 최초로 

ACI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8연패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서 알 수 있

듯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며, 신속한 공항 서비스

와 훌륭한 편의시설을 갖춘 글로벌 공항운영 전문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노선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바

탕으로 한 동북아 허브 공항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세계

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점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안전・편리한 공항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 가치

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공항운영 종사자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노력을 병

행해 나간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책임경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대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고객

전형민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만큼 세

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어 한국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갖는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공익실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타 국가, 타 기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

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

공항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다

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파시키고 스마트해진 국내외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여 강화된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항서비스지원팀

정선진 차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서

로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 추구와 만족도 향상입니다. ASQ 8연패라는 멋진 목표

를 이미 달성하였지만, 안주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성공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

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만의 몫이 아닌 공항 종사자 모

두의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항운영과 서비스 향상은 어느 한 분야

만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이 종합과 조

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유연성과 고객서비스

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수익을 다시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투자활동, 

이 모든 것이 공사가 추구해야 하는 공익적 사회책임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무복지팀

김재원 대리

2012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서비스평가 8연속 세계 1위라는 성과를 기

반으로 3단계 건설사업 준비, 해외사업 진출,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글로벌 공

항전문기업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공사

가 지금의 성공을 뛰어 넘는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안전하

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적인 환경과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지속

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항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

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양성하고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와 성과 공유 등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

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조은시스템 

유지훈 팀장

2012년은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서비스평가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협력사 직원들도 혼신

의 힘을 발휘하여 공항운영에 참여했기 때문이며 뜻 깊은 역사의 현장에 근무한

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생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의 협력사는 인천국제공항의 최일선 접점에

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사와 협력사는 고객에

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가능하고 사회

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종초등학교 

심지영 선생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전

인적인 성장과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영종도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

회공헌사업은 공사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나눔과 소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와 함께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사회적 위상과 사회책

임경영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

게 두터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천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기

업으로서 해당 지역사회에 발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

다. 향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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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분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

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485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관련기업 분석

항공산업 및 지속가능경영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ISO 

26000 핵심주제의 세부 이슈별 및 GRI 성과지표별로 분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련 이슈

를 파악하였습니다.

Trend & Impact 분석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를 Trend / Impact / 내부역량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내부 역량 이슈를 도출

하였습니다.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발된 ISO 26000 진단 Tool에 근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활동범주 및 접촉 빈도를 고려하여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을 선정하고 사회책임경영의 세부 이슈를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6명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임직원, 고객, 사업파트너, 정부 및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

사 시간은 2013년 5월 10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이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를 도출하고 중대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위원회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공유하고, 향

후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펼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슈와 실

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 위원회를 2013년 6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

중요성 평가 
및 핵심 이슈

중요성 평가는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Relevance 평가와 Significance 평가의 두 단계로 나누

어 실시되었습니다. 최초 102개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관련성(Relevance) 평가를 실시하여 

48개의 1차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내・외부 설문조사를 통한 중대성(Signifi-

cance)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요도 5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한 25개의 트렌드 및 임팩트 이슈

가 최종 핵심 이슈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회책임경영보고서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확정된 

중요 이슈에 대한 공사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❶ 협력사와 동반성장 중요성 증대 � 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반영

❷ 상품・서비스의 안전성(책임) 요구 증대 � 사회적 영향력(채용, 임금수준, 구매 등)

❸ 제품 및 서비스 강화(고객만족활동) � 사회부문 법규 준수

❹ 공사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 � 임직원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 증대

❺ 지역사회에 잠재영향(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 인권존중 요구증대(성평등, 다문화가정 등)

❻ 다양하고 강화된 고객의 요구 증대 � 환경 법규 준수

❼ 지역사회 사회공헌 � 환경규제의 강화

❽ 공익을 위한 간접적 경제 효과(인프라 투자 등) � 고용

❾ 고객 건강 및 안전 � 제품/서비스 부문 법규 준수

❿ 환경훼손(대기, 수질, 토양 오염) � 고객 개인정보 보호

� 부패방지 � 수익 창출 및 배분

� 공사에 대한 정보 접근 용이(인터넷, SMS) � 기후변화(지구온난화)

�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증대

I. Company Profile and Strategy

❹  �

II. Being Global Airport Leader

❽  �  �

III. Investing in Our Society

❶  ❷  ❸  ❺  ❻  ❼  ❾  �  �  �

IV. Creating Green Airport

❿  �  �  �

V.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

�  �  �  �  �  �

이해관계자에 중대성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중대성� Trend* �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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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 도출

●

미디어분석, 관련기업 분석, 

Trend & Impact 분석,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STEP1

사회적 책임인식

전문가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위원회

STEP2

이해관계자 참여

핵심 이슈 도출

STEP3

중대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요 이슈의 선정은 다양한 사회책임경영관련 이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고를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경영활동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 Trend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향을 받는  
외부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슈

**Impact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부에 끼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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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주요  이슈 주요 이해관계자 SR 목표 성과지표 단위 2010년 성과 2011년 성과 2012년 목표 2012년 성과 2013년 목표

•상품・서비스의 안전성(책임) 요구 증대

•제품 및 서비스 강화(고객만족활동)

•다양하고 강화된 고객의 요구 증대

•공익을 위한 간접적 경제 효과

•고객 건강 및 안전

•공사에 대한 정보 접근용이(인터넷, SMS)

•사회적 영향력(채용, 임금수준, 구매 등)

•제품/서비스 부문 법규 준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수익 창출 및 배분

임직원 

고객 

사업파트너

글로벌 공항 전문기업

WLU 만 5,975 5,993 6,220 6,295 6,600

EBITDA 억 원 8,189 9,905 10,000 10,502 10,900

ASQ 평가 순위 – 1 1 1 1 1

매출액 억  원 12,860 14,966 15,350 15,817 16,600

국제선 여객 수 만  명 3,295 3,454 3,630 3,835 4,050

국제선 화물량 만  톤 268 254 265 246 255

환승 여객 수 만  명 519 566 590 686 685

3단계 공항 기본설계공정 % T2  기본 설계 75 전체공정 1.89 전체공정  2.0 전체공정 4.0

해외사업수익 억  원 97 105 115 96 140

공기업 고객만족도 등급 AA AA AA AA AA

출입국 소요시간 분 16/12 19/12 18/12 19/12 16/12

항공사고 건 0 0 0 0 0

안전점검 지적 건수 건 3 5 11 4 4

•협력사와 동반성장 중요성 증대

•지역사회에 잠재영향(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공헌

•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반영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증대

•고용

지역사회

임직원

사업파트너

존경받는 국민기업

임직원 봉사시간 시간 2,825 3,077 3,400 4,748 5,458

사회공헌 기부금 집행액 억 원 16 429 　185 163 　199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 명 　22,816 25,222 27,600 29,398 30,000

임직원 교육만족도 5점  만점 3.6  4.1  4.4  4.5  4.7 

GWP 지수 점 82.0 89.0 89.5 94.0 95.0

보안안전사고 건수 건 0 0 0 0 0

공정거래 관련 외부기관 지적 건 0 0 0 0 0

동반성장 지원 실적 평가 점 - 82.9 90.0 95.7 90.0

•환경훼손(대기, 수질, 토양 오염)

•환경 법규 준수

•환경규제의 강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임직원

사업파트너
친환경 녹색공항

에너지  소비량 TJ 3,380 3,335 3,655 3,614 3,419

온실가스 배출량 tCO2 182,792 176,601 190,710 190,327 179,116

친환경제품 구매 % 93 94 95 94 94

LED조명 교체 수량(도입 누계) 개 15,900 32,931 40,500 53,600 72,690

•공사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대

•부패방지

•사회부문 법규 준수

•임직원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 증대

•인권존중 요구증대

임직원

정부
신뢰받는 윤리문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 A A A A A

KoBEX SM 점 AAA(93.5) AAA(96.0) AAA(97.0) AAA(97.5) AAA(98.0)

국민권익위 청렴도(종합) – 보통(8.87) 우수(9.09) 우수(9.00) 우수(8.96) 우수(9.00)

윤리경영지수 점 90.2 92.4 92.5  93.0  93.5 

사회책임경영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존경받는 국민기업, 친환경 녹색공항, 신뢰받는 

윤리문화의 4대 사회책임목표 달성에 대한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매년 목표대비 성과를 측정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책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신뢰구축 활동에 대한 노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 26000 국내 간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와 지속가능성보고 제정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이해관계자 기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측정 조사에서 지속가

능성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책임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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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영성과

32 허브공항으로의 도약

34 미래성장기반 강화

36 허브 인프라 구축

37 리스크 관리Being Global Airport 
Leader2
경영성과 / 허브공항으로의 도약 / 
미래성장기반 강화 / 허브 인프라 구축 / 리스크 관리
동북아 허브공항의 꿈을 안고 드넓은 바다를 메우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략적인 항공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공수요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편, 해외사업 확대,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을 향한 공사의 과감한 

성장전략으로 내일의 세계 공항 변화를 새롭게 이끌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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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주요 성과

ㆍ공익을 위한 간접적 경제 효과(인프라 투자 등)

ㆍ사회적 영향력(채용, 임금수준, 구매 등)

ㆍ수익 창출 및 배분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해외사업 수익

1조502 억 원

환승객수

686 만 명

EBITDA

96 억 원

Air-City 최대규모 투자유치

6,621 억 원

매출액

1조5,817억 원

3단계 사업 설계 공정률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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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신규 항공사 유치 및 노선 증편, 전략적 환승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객 및 환

승객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항공운송 실적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5,785억 원의 항공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고도화 및 신규시설 개발을 통해 상업수익이 279억 원 증대하였으

며, 민자시설을 인수하고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등 비항공수익을 다각화하여 개항 이후 최초로 비항공수익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첨단 시설과 첨단 IT 기반의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

항을 운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매출 1조 5,817억 원과 당기순이익 4,994억 원을 기록하여 9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시나리오별 부채상환 및 자금조달계획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였으며, 3단계 공항건설 등을 감안한 차입금 만기상환 조정으로 중장

기 자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 및 금융비용 절감으로 재무건전성을 안정

화하고, 유동성 및 재무구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

모 투자에 따른 자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자본구조 안정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수요를 증대하여 공항의 본원적 역할을 통한 항공수익을 창출하고, 

상업시설 고도화 및 해외사업 다각화 노력으로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여 미래성장기반을 구

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지속적

인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의 합리적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공항운영

●

경영분석

●

  * 인건비: 급여+제수당+잡급+퇴직급여+급여성 복리후생비

** 아웃소싱비: 공항산업은 노동집약적 장지산업으로 공사 자체에서 6천여 명의 고용창출

� 임직원 인건비* 788

� 협력사 아웃소싱비** 3,770

� 주주 및 투자자 배당금 758

� 주주 및 투자자 이자비용 1,098

� 정부 세금과공과 및 법인세 1,924

� 지역사회 기부금 163

 (단위: 억 원)

 억 원

� 상업수익     � 임대/기타수익     � 해외사업수익

비항공수익 (단위: 억 원) 전체수익 (단위: 억 원)항공수익 (단위: 억 원)

� 여객수익     � 운항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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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된  
경제적 가치

분배된  
경제적 가치

(%)

임직원 
(인건비) 

9.14
협력사 

(아웃소싱비) 
44.30

주주 및 투자자 
(배당금) 

9.20

주주 및 투자자 
(이자비용) 

12.88

정부 
(법인세 등) 

22.60

지역사회 
(기부금) 

1.88

2
1

국제선 운항 (단위: 만 회) 여객 (단위: 만 명) 화물 (단위: 만 톤)

국제선 여객 국제선 화물환승 여객 환적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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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41.5

25.2

4.4

7.0

48.3

24.1

4.7

7.8

50.4

31.6

6.4

10.1
자기자본 
순이익률

수익성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8.4

21.8

21.5

▲ 2.9

13.0

6.9

16.2

0.6

5.7

10.4

38.4

1.7
총자산 
증가율

성장성

2010 2011

안정성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 
비율

이자보상 
비율

69.0

28.1

31.5

5.1

62.7

23.4

31.5

5.6

2012

51.9

19.2

52.5

7.6

 (단위: %)주요지표

경제적 가치 분배 성과

항공운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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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IT제품의 소형화로 인한 항공화물의 경량화,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가속화 등 외

부적 요인으로 항공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화물 타깃노선을 유치하

고 화물창출형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화물 물동량의 감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012년 화물 물동량은 246

만 톤으로 2006년부터 7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962억 원의 물류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신흥 공업지역 개발 및 활성화로 화물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서부 

및 미주지역 등의 노선을 핵심 타깃노선으로 선정하여 집중 마케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5

개 신규 화물항공사를 유치하여 향후 85.7천 톤의 신규 화물 물동량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물류단지 2단계 조성에 따라 신규 물동량 창출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선도 제조기업을 유치

하여 고부가가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과 입주기업을 위한 화물운송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입주관련 

정부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글로벌 제조기업의 생산시설 및 아시아 배송센터를 타

깃기업으로 선정하여 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반도

체 장비기업인 스태츠칩코리아(STATS ChipPAC KOREA)와 MOU를 체결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과 더불

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적수요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배송허브로 공항을 육성하고 공항물류단지 개

발에도 직접 투자하는 등 공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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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신규 항공사 유치 및 운항 증편

을 통한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타깃 항공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

여 2012년 4개 항공사 26개 노선을 신규 유치하였으며, 특히 초대형 항공사인 영국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을 유치하여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 신규노선 유치 및 노선 증편으로 총 25만 회를 운항하

여 역대 최대 운항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 및 인센티브 확대로 항공사 운영 부담을 완화

하여 항공사 신규 취항 및 증편을 유도하고 항공회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환승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승시장 강화와 함께 항공사 전략과 연계하여 수요 잠재력이 높은 CIS-

동남아 노선 등 신규시장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환승패키지 상품 개발, 환승인센티브제도, 

심야 환승수요 개발 특화 마케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프로모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

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러한 혁신적인 환승 마케팅 활동으로 2012년 8월 Executive Travel의 ‘Leading 

Edge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환승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2012년 환승객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686만 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하였습니다.

*CIS: 독립국가연합(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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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 및 화물 운송 네트워

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타깃 항공사 유치 및 환승객 증대를 위한 적극적

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여객을 유치하고, 공항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

출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84개 항공사가 176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

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9위의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성

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허브공항으로의 
도약

항공 네트워크 강화 

●

물류단지 활성화 

●

마케팅을 통한  

환승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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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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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실적

화물운송 실적

항공운송 실적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항의 역할 확대

인프라 프로세스

물류단지 1단계 개별적 운영 토지임대(BOT)

물류단지 1,2단계,  

화물터미널

물류 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
BTS, 직접 투자

영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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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외공항 수주사업 현황

구분 수주사업 수주금액 사업일정

이라크 

도훅공항
신공항 건설사업관리 900만 불 2012.04~2015.02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공항
건설사업관리 400만 불 2012.08~2016.07

필리핀 

마닐라공항
건설사업관리 130만 불 2012.09~2013.09

방글라데시 

신공항
항공정책 수립 30만 불 2012.04~2013.0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
항공안전 기술지원 1만 불 2012.06~2012.12

공항 주변의 유휴지를 사업영역에 따라 차별화된 컨셉으로 개발하여 공항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단순 토지임대자 범위를 넘어 개발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2

년 9월 국제업무지역(IBC-Ⅰ) 2단계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621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매력도가 낮은 유휴부지(제5활주로 예정 남단지역)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2012년 11월 

아시아 최초 BMW 드라이빙센터의 건립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남측유수지2단계 개발사업(호텔 

372실)이 5월 착공과 함께 본격 착수됩니다. 이와 같이 공항복합도시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계・건설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호텔, 카지노 및 컨벤션 등 개발을 완료하여 성공적인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항공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복합위락단지를 조성하여 공항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복합도시 (Air-City) 개발방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항공수익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된 수익원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최고의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

화된 마케팅을 통한 상업시설 수익증대, 공항운영 노하우 수출을 통한 해외사업 다각화, 공항

복합도시 개발 본격화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미래성장기반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기적으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며 최적의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세점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핵심고객인 

중국과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 및 품목을 확대하고 특화된 프로모션을 시행하였으며, 여객

용 쇼핑 매거진 및 쇼핑가이드를 발간하여 핵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

력에 따라 2012년 중국인과 일본인 면세매출이 전년대비 각각 52%, 12% 성장하였으며, 중일 전략브랜

드 매출 또한 1,743억 원으로 전년대비 75% 신장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수 국산브랜드를 육성하고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국산품 및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개발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157억 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였

으며, 국산품 매출액은 4,18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5개의 국산품 전용매장

을 개발하여 상업시설의 핵심 지역에 매장을 배치하였으며,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여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 신규 입찰 사업권에 대해 매장면적의 50%이상 국산품 판매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적의 시설배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및 신규 상업시설 개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와 국산품 및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통한 판로 확대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 공항상업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인천국제공항은 2년 연속 세계 공항 면세매출 1위

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쇼핑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Business Traveler紙가 선정한 ‘세계

최고 면세점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컨설팅 중심에서 운영참여형 투자개발사업 및 지분투자사업으로 해외사업을 다

각화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CM)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에 적극 진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항공수요 증가율이 높은 개도국을 핵심 타깃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 밀착형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지역 공항사업을 수주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해외사업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중동(이라크, 쿠웨이트), 아시아(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핵심 타깃지역의 공항사업 입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부서와 해외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내부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항 관계자 대상 

항공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를 해외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5개 해외사업을 수주하였고 수주금액이 1,460만 불로 전년대비 105% 증

가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수익 및 비용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운영가치  

극대화 

●

해외사업 활성화

●

성공적 공항복합도시 개발 

●

핵심고객 면세매출 실적 (단위: 억 원)

중국인

2011 2011

2,926

2012 2012

4,457

일본인

1,730 1,930

주요 공항 여객 1인당 매출 (단위: US달러)

두바이공항 창이공항 인천국제공항

28 29

44

IBC-II

에어스타 에비뉴 남측유수지 2단계

IBC-I 2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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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수주금액 (단위: 만 불)수주건수 (단위: 건)

2010 2011 2012

해외사업 수주건수 및 금액 (2010~2012)

구분 IBC-Ⅰ1단계 IBC-Ⅰ2단계 IBC-Ⅰ유보지 IBC-Ⅱ 남측유수지

부지면적 165,000㎡ 336,000㎡ 330,000㎡ 3,274,000㎡ 151,000㎡

개발내용 업무, 숙박, 상업시설 등 공항지원기능
오락성/수익성 
중심의 복합위
락단지

수상레저, 숙박

개발현황 운영중
컨셉

설계중
미정

우선협상대상
자 선정 및 협
상중

1단계 
(경정훈련원) 
운영중

2단계(호텔) 
건설중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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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3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1등 공항수준에 어울리는 최적화된 

설계와 글로벌 해외 주요공항들의 시설사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우수사례들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

으며,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 설계 공정률은 43.3%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총 9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통해 시설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비 약 7,500억원(사업비의 약 15%) 

절감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공항 운항기반시설(Airside), 여객접근시설(Landside), 제2여객터미널 등

은 각 분야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해소(Air/

Land, 건축 등 총 8개 분야 24개 프로그램 활용)하였으며, 설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설계오류를 최소

화하고 유기적인 토탈 디자인으로 여객의 편리성을 높여 설계를 차별화하였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제5 활주로 계획을 반

영한 비행장 변경고시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장래 항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중장기 인프라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단계 기본설계 이후에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설

계 단계의 VE를 활성화하여 3단계 사업의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가치공학은 원가절감과 제품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기법으로 가치분석이라고도 함

해외 주요 공항 벤치마킹 사례

구분 벤치마킹 벤치마킹 사례

제2여객터미널
ㆍ터미널 내 상업시설 배치 효율성 해외 공항 사례 분석 히드로, 첵랍콕

운항기반 시설

(Airside)

ㆍ주기장 운영 고도화 사례 도입

ㆍ오픈형 런업장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항 사례 검토

ㆍ연결 유도로 교량 설치 해외사례 분석

JFK, 싱가폴

블라냑, 시드니

뮌헨, 싱가폴

연결교통 체계 ㆍ버스, 철도 등 운송체계 해외 운영사례 분석  히드로, 뮌헨

설계 최적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

구분 주요 활동 절감효과

제2여객터미널
ㆍ터미널 위치 대안분석을 통한 최적위치 선정

ㆍ내부 공간 분석 및 재배치로 소요면적 최적화

약 3,700억 원

약 3,500억 원

운항기반 시설

(Airside)

ㆍ화물 수요 재검토로 화류계류장 적정규모 확보

ㆍ토취장 사용 최소화 및 매립토의 최대 활용으로 토취장 
   개발 공기 단축

ㆍ여객계류장 평면배치 개선 및 기능 고도화

약 191억 원

약 66억 원

여객 접근시설

(Landside)

ㆍ제2터미널 진입도로 개선으로 교통 이동성 및 정시성 
   확보

ㆍ제2터미널 진입도로 교량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약 71억 원

 
약 7억 원

3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항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내·외부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공항 수준의 시설 확충을 위한 인적 및 전

략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환경 동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

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3단계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였으며, 기존시

설을 운영하면서 파악된 불편사항을 시설계획에 반영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최적화하였습니다.

허브 인프라  
구축

공항 핵심 인프라 구축

●

제2여객터미널

주요 허브공항의 여객 처리시설 능력 
현황 (단위: 만 명)

6,500

8,200

6,000

6,870

글로벌 주요  
허브공항

베이징

푸동

창이

홍콩 7,000

2012년에는 기존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을 규정으로 격상하고 위기관리 총괄임원(CRO: Chief Risk Of-

ficer)을 지정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19개 중요위험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재무리스크 감내 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리스크 관리체

계를 강화하여 금융시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사 위기관리 체계

구분 KRI 모니터링 시스템

경영위험

(7개)

경영환경 WLU 감소율

경영정보시스템

재무관리시스템

아우리시스템

재무위험 EaR 한도 등

윤리경영
청렴도 지수, 비리/부패사

고 발생 등

홍보/갈등 갈등(집단민원 제기)

운영위험

(12개)

시설운영 정전, 중단시간 등
공항통합관리시스템

이동지역위기관리센터

사고수습 대책본부

위기관리센터

운항관리 장애 발생 정도 등

재난/재해 적설량, 태풍 등

보안/통신/운영상황 사망사고, 파업발생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위험, 운영위험, 외부위험을 반영한 287개 전사 리스크를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시 모니터링 대상 핵심 

리스크는 e-감사시스템 및 감찰활동을 통해 조기경보 및 추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e-감사시스템을 통해 재무분야 5,685건과 비재무분야 46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내부감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감사전략(2011~15년)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감사전략과 리스크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감사의 기

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기능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

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분리・독립하는 등 감사부서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인이 갖춰야 할 전문역량을 4단계로 구분하고 체계적인 감

사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전문성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사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

문가 활용을 통해 감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경영 및 공항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

하여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위험 유형에 

따라 경영위험과 운영위험으로 구분하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단계에 진입할 경우 전사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원반, 대응반 등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경영위험과 운영위험은 

각각 기획조정실과 상황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사적 위기관리  

대응체계

●

내부감사 시스템

구축 

●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상시 모니터링 항목

구분 관리지표

재무

(19개)

계약관리 구매단가 이상 변동 등

수입관리 사용료 연체 증가 등

자금집행 법인카드 사용 등

회계처리 가지급금 미정성 등

급여관리 제3자 지급 등

비재무

(18개)

시설/운영 외주/협력사 파업 등

경영/예산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등

VOC/민원 민원 증가율 등

인사관리 인사현황 등

4,400

3단계 준공  
이후

6,200

인천국제공항

현재

36 37



평균 출입국 소요시간

출국19분  입국12분

40 고객만족경영

44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47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나눔

Investing in Our Society3 고객만족경영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나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기본인 최적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즐거운 

문화예술 체험, 쾌적한 공항이라는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파트너 및 공항가족들과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과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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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주요 성과

ㆍ협력사와 동반성장 중요성 증대

ㆍ상품ㆍ서비스의 안전성(책임) 요구 증대

ㆍ제품 및 서비스 강화

ㆍ지역사회에 잠재영향(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ㆍ다양하고 강화된 고객의 요구 증대

ㆍ지역사회 사회공헌

ㆍ고객 건강 및 안전

ㆍ공사에 대한 정보 접근 용이(인터넷, SMS)

ㆍ제품/서비스 부문 법규 준수

ㆍ고객 개인정보 보호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

29,398 명

95.71 점
동반성장 지원 실적 우수기관 선정

4,748 시간

임직원 봉사시간

8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서비스평가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

100,00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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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은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핵

심요소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완벽한 항공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안을 강화해가고 있

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완벽 보안실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한 천여 명이 넘는 VIP 방문객(53명의 각국 정

상, 4개 국제기구 수장 등)에 대해 완벽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대표관문으로 국격 및 브랜

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부사장(TF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조

직위원회, 국가 경호안전통제단과 전사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운항안전, 보안, 의전, 시설운영까지 전방

위적인 비상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상회의에 참석한 내빈을 위한 

세심한 준비 등으로 안전보안뿐만 아니라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공

적 개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였습니다.

對테러 및 비상사태 대응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은 연 3천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로서 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민간, 군, 관 합

동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보안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항공보안을 위

한 장비의 예방점검 및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적의 장비상태를 유지하고 보안위해요소의 사

전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세계최고의 보안수준을 확립하여 보안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항공보안의 신속성 / 정확성 / 편의성 확보

여객 보안검색, 화물검색, 경비시스템 등의 항공보안은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보안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승객 맞춤형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 강화로 고객의 인권 침해 및 여객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First Smile! Last Smile!’ 캠

페인을 추진하고, CS교육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안 및 경비요원 대상 교육 현황 (단위: 시간)

구분 인권 교육 서비스 교육 대테러 교육 실무 교육 인성 교육

보안검색요원
총 교육시간 8 72 36 200 48

1인당 교육시간 2 18 9 50 12

경비보안요원
총 교육시간 19.5 34.5 51 268.5 58.5

1인당 교육시간 3.25 5.75 8.5 44.75 9.75

고객이 직접 경험하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객 감동의 가

치를 실현하고자 인천국제공항의 하루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완벽한 보안 및 안전, 최상의 

서비스 등 고객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지속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무결점 항공보안 

실현 

●

최상의 운항 

안전성 확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최상의 운항 안

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기 무사고 및 무중단 공항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항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을 통해 운항안전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리딩 운항안전 공항

-운항안전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무사고 200만 회를 달성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무중

단 운영을 지속하며 운항안전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7.5%에 이르는 항공기 운항횟

수의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환경에 대비하여 각종 운영매뉴얼을 최신의 상태로 정비하고 자체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활동과 위기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3년 공항운영증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취득하였고 2010년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를 재취득하게 되었

습니다. 더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며 최

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 항행안전시설 10만 시간 무중단 운영을 달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관련 

회의에 참가하여 활동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운항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스케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항 정시성을 제고하여 여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자원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인증 모의 비행훈련센터 운영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확대로 조종훈련을 위한 실습 환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

공훈련센터 내  모의비행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의비행 훈련센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비행훈련센터로 최상의 운항안전훈련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국내외 항공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립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 핵심시설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내 항공안전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R&D 개발을 통한 시스템 자립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사 최초로 중소기업청, 민간, 관이 

공동 투자 개발한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는 운영 노하우를 적용해 국산화한 성공적 연구개

발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 운영 중인 설비 교체와 제2여객터미널에 도입할 예정으로 

외화 167억 원, 원가 24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 중이며, 향후 동일제품 개발경쟁사에 비교우위를 선점

함으로써 해외사업의 기반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공항 포장 유지관리 기술력 확보를 위

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시스템 자립화를 위해 공항 핵심관리 분야의 독자

적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운항시설 체계적 관리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후 공용연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1단계 건설지역 비행장시설에 대해 활주로 전

면 재포장을 실시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적기에 공

사를 진행함으로써 항공기 무사고 및 무중단 공항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방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여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운항장애를 능

동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운항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폭설 및 기상이변에 대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운항 안정성을 확

보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설역량 강화, 제빙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항이후 최대강설 시에도 

무중단 운영 및 항공기 사고발생 zero를 실현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기상이변 대비 재해별 재난대응

능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AC-GPS 국산 개발품

초기 계획 단계

• 부사장(위원장) 중심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전사 대응팀 
구성

전사적 협조체계 구축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조직위
원회와 실시간 진행사항 공유

• 국가 경호안전통제단과 전 방
위적인 협조체계 구축

추진과제 선정 및 실행

• 공항도착~출발시점까지, 운
항/안전/보안 130개의 추진
과제 선정

• 항공보안 그 이상의 국격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실현

• 내부점검 내용을 체크리스트
를 통해 사전점검 실시

추진성과

• 핵안보 정상회의 방문객에 
대한 완벽한 보안 서비스 제공

• 성공적 개최 기여에 따른 정
부로부터 공로패 수상

�

�

�

핵안보정상회의 대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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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정적 운송과 편리한 출입국/환승을 고객 편익의 기본 가치로 삼고 공항 이용 

시간이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첨단 IT를 기반으로 조성

된 유비쿼터스 환경과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인천국제공항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

습니다. 

여객터미널 시설/운영 효율화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환승서비스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수요증가 및 출입국 시설별 포화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전년대비 여객 수요가 11.1% 상승하여 체크인 카운터, 보안검색이 혼

잡해지고 주차장 용량포화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성수기 용량초과에 대비한 시설운용 특

별대책을 시행하고 출국장 검색용량을 증대하고 진입방식을 개선하여 성수기 여객이 12.9% 증가했음에

도 평균 체크인 소요시간을 18초 단축했고, 전년대비 평균 출국시간도 12초 단축한 19분 21초를 유지하

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환승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여객의 환승편의를 위한 환승전용내

항기를 도입 운영하여 환승절차를 간편화하고 환승시간을 기존 80분에서 45분으로 절반가량 감축하여 여

객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제공

인천국제공항은 수하물처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지각수하물, 파손수하물 

및 장애발생시간을 감축하여 수하물처리 정밀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력 의존으

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정비가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자체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적기수리가 가능

하도록 하여 운영안정성을 제고하며 안정적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의 행복을 위한 시설관리 프로그램인 여행(旅幸)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고

객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담은 화장실 공간을 조성하고 240개소의 고객 편의시설

을 확충하는 등 시설 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해외 경쟁공항 대비 우수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세계 공

항서비스 평가결과 관련 6개 지표에서 확고한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증가로 인한 혼잡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 시설(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장 등)을 확충 또는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Smart Airport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

고 편리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항이용객의 길찾기 안내를 양방향 대화식 터치로 

가상 이동동선을 통해 목적지까지 맵 안내를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였

습니다. 또한 365일 문화공연 시행 및 전통공예 전시를 함으로써 공항의 단순한 교통기능을 넘어 여객에

게 다채로운 감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통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문화공연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 

관문 공항으로서 한국문화를 홍보하여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개

2012

파손수하물지각수하물

77% � 25% �

2011 2012

39개

4개
9개

2011

수하물처리 정밀도 개선 성과

(단위: 100만 개당)

CS 추진체계 및 추진조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만족경영(CS: Customer Satisfaction) 을 실현하고자 ‘Leading Airport Ser-

vice Creator’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공항전문기업과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고객의 

요구 가치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CS경영은 최고

경영자(CEO)가 직접 CS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고객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의 지

휘 하에 CS관리팀에서 공사내 CS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범공항적 CS경영네트워크와 현장접점조

직, 특화분야의 CS를 추진하는 조직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CS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S 활동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공항 이용객의 눈높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글로벌 리딩공항

으로서 고객 서비스를 선도해가기 위해 다양한 CS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여 서비스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서비스 이행점검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또한 범공항적 CS네트워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서비스평가에서 최

우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VOC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VOC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의견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문의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답변처리하고 있습니

다. VOC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소통채널로써 접수된 의견은 시설개선 및  프로세스 향

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 정보 공개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객맞춤형 정보공개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체계

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2년 정보공개 소요일을 2일 단축하며 대국민 정보공개비율 92%를 달성

하였습니다. 특히, 공항 이용자별 특성에 맞추어 정보 공개 채널을 다양화하여 정보 공개의 고객지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고기간 내 정보보호 위반 및 관련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고객정보 보호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시설로서 정보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

보 관리체계(PIMS)를 수립하여 고객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지침과 개인정보보호규정에 관한 사규를 개정하고 기록물, IT 서버, 업무시스템의 각 분야별 사이

버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정원의 「공기업 정보보안 관리실

태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국가정보보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사 임직

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철저한 보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S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

VOC현황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불평불만 24.6 29.3 39.4

칭찬격려 18.9 16.9 22.3

상담문의 38.2 37.4 27.4

고객제안 18.2 16.4 10.9

정보공개 활성화 실적

2011 2012 2012

(단위: %)

100 10

(단위: 일)

80 8

60 6

40 4

86.4

7

83.3

7

92

5

전년대비 여객 11% 증가에도 출입국시간 전년수준 유지

입국

60분

16분

출국

45분

12분

국제여객증가

11%�

3,454만 명

2011

3,835만 명

2012

출국

2011

19분 19분

2012

입국

2011

12분 12분

2012

ASQ 평가

출입국 신속성

· 체크인 1위

·ㅜ보안검사 1위

· 출입국심사 1위

 국제기준(ICAO)

 인천국제공항 목표

환승 서비스 추진성과

CS 
목표

Leading Airport Service CreatorCS 
비전

전략 
과제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체계화

고객 경험관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Identity 정립을 통한  
서비스 지속화

글로벌 서비스 선도를 
위한 해외 사업 적극지원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 유지

Global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유지

Local

CS 추진체계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정보공개  
비율

정보공개 결정 
소요기한

국・내외 서비스평가 실적

국내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AA) 달성
•국민체감도 2년연속 1위

해외

ASQ
•8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SKYTRAX*
•2012 최고공항상 수상

GLOBAL TRAVELLER**
•7년 연속 최고공항상 수상

* SKYTRAX: 영국에 있는 항공산업리서치 

전문기관으로 160개국 388여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 실시

** Global Traveller: 미국의 영행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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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과배분

각종 글로벌 공항서비스 평가 석권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과는 500여개가 넘는 상주기관과 협력사, 중

소기업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처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항운영

의 특성을 반영하여 3대 성과공유 유형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성과배분을 이행하고 있습

니다. 2007년 서비스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품질수준 정형화 협약)과 2009년 성

과공유제 도입으로 성과공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현재는 협력사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성과공유를 위

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사와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술개발 협

약 체결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 기술개발형 성과공유는 기술개발을 이루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대 성과공유 유형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판로확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의 다자간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활동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성기

업 구매비율 10.5%를 기록하며 법정비율을 260% 초과 달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 또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1년 5월 설립단계부터 중장기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 재정, 컨설팅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사회적 기업 ‘몽땅’의 경우 2013년 초 경영자립화 50%를 이뤄

내며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으로 공사와 협력사간 신뢰를 제고하고 협력사 및 

중소기업과의 공생 발전을 통해 동반성장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전략 및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과 연계

한 동반성장 추진전략과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간담회, 의견수렴창구 등을 통해 애로

사항과 니즈를 파악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과제별 시행 및 분석이 원활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내실화 및 제도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CEO, 현장대표자, 중간관리자, 현장직원 대상의 계층별 소통채널을 개별운

영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사 종사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상생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의 기회

구분 대표사례 성과

서비스 평가형

(SLA)

성과  세계최고 수준의 서비스 지속 유지, ASQ 평가 1위 
 달성

공유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4억 제공 및 10개사 계약기간 
 2년 연장

        서비스 성과(ASQ 7연패 및 명예의 전당) 특별 
       성과급 40억원 지급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8년 연속 1위 달성 초석

협력사 프로젝트 제안형

성과  성과공유제 최초 과제 채택(외곽보안시설 로드블럭 
 국산화)

공유 과제수행 완료시 해당성과의 50% 분배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수상(2012. 09)

기술개발형

성과  중소기업과 AC-GPS(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국산화 개발 완료

공유  인천국제공항내 기 운영 중인 설비 교체 및 제2여객 
 터미널 도입 예정 (총 174대 장비 대체, 외화 167억 
 및 원가 24억 절감)

해외공항 동반진출 추진

(現 미얀마, 스리랑카 공항 
등 수출협상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와 정책을 완비해 나가며, 이를 통해 공정한 사

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적

인 성장을 이뤄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문화 정착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정한 거래 활동과 성과배분을 실현하며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정착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인천국제공항의 이해관계자별 요구와 정부

의 정책방향 등을 반영한 공정문화 정착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 불공정 요소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구성원의 공정의식 내재화를 위

해 CEO와 경영진의 공정사회 실현 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공정 의식 제고 교육 등 의식 개혁활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문화 형성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공정문화 추진조직

을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회책임경영 정책 총괄기구인 SR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하고 공정의식 제고 교육대

상과 아이디어 공모제 대상을 임직원 및 협력사로 확대하여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종 제도개선 및 실태점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이해관계자(협력사, 중소하도급, 물

류 및 입점업체 등)와의 공정한 거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제도를 구

축하여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비하여 하도급 계약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내 저가하도급이나 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하도급 심의를 강화하고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확대로 공정거래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정사회 선도

●

주요 공정성 제고 제도구분 내용

청렴  
옴부즈만 제도

・ 고객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

・ 부패유발제도 및 관행 시정권고

청렴 Call ・ 사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업무 투명성・공정성 및 부조리 여부 조사

1처1과제 제도 ・ 처별 중점과제 선정 및 개선 추진 

현장실태점검 ・ 건설현장 등의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활동 제고

동반성장 실행 강화

●공정 거래 활동 강화

공정 거래 확대

• 하도급 계약 관리 체계 구축

• 협력사 공정거래 활동 제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분쟁 0건 
공정거래 관련 외부기관 지적 0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 인증 
및 운영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제도 구축

• 물류 및 입점업체 불공정 약관 정비

•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사례 0건

• 지원책 및 절차 간소화로 업체 만족도 
상승

�

균등한 기회보장공정한 거래활동 제고 공정한 성과배분 확립
추진 
방향

인천국제공항 고유의 공정문화 정립목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약자 판로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

국민

발주 및 납품과정의 불공정
한 사항 개선

・ 하도급 및  계약제도 개선

・ 불공정 약관 정비

중소기업

공정한 성과배분 투자환경 
개선

・ 협력사 성과 배분

・ 성과공유제 활성화 시행

협력/입점업체세부 
실행 
과제

공정문화 정착 추진체계

주요 공정성 제고 제도

510

실적계획 �

총 
구매액

총 
구매액

여성
기업

여성
기업

5,707

4,832

262

여성기업 구매실적(2012년)

(단위: 억 원)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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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 있으며, 쌍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공사와 협력사

간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협력사 종사

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적기에 인상하고 동종분야 최고 급여를 책정하는 등 처우개

선 프로그램과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충실히 시행한 결과 협력사 상생프로그램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향상하

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한 공항 상주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활동이 물류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입주율이 12.6% 상승한 성공적인 동반성장의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 도입 및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

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선금지급률과 대금직불제 모두 

100% 이행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61.2%로 법정 구매율(5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에는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설치하여 입점업체의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품 매출액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관공동투자사업, 국책연구과제 이행 시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6건이 추진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는 물론 공

항의 핵심시설을 국산화함으로써 외화 절감의 효과를 거둔 항공기지상전원장치 개발이 동반성장을 이뤄

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반성장을 전사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경영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CEO의 의지를 조직 내・외부에 전파하며 전사적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협력사와 협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의 특성에 맞게 중소협력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중소계약자가 당면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협력사의 이직률이 감소하며 고용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

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 지원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민 대표 공기업으로서 동

반성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장 보육시설

상생프로그램 만족도

2011

94.8%

2012

97.4%

2.6% �

동반성장 지원실적 평가점수

2011

82.90점

2012

95.71점

12.81점 �

협력사 이직률 감소

2011

1.29%

2012

1.09%

0.2% �

사회공헌 전략 및 추진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나눔문화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공사의 설립목

적과 핵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의 관

심도가 높은 사항을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미디어 분석, 동종업계 이슈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 

중요성 분석을 거쳐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를 선별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구축 및 참여를 통한 사

회공헌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SR이해관계자 위원회를 신설하

고 인천국제공항 자원봉사단 조직을 확대하여 추진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공헌활동

-지역과 신뢰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환경, 복지 세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나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

항 운영과 공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07년부터 초・중

등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11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총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500여억 원을 들여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를 건립(2011년 3월 개교)하여 지역사회가 만족하

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스칼라십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초・중・고

등학교 우수졸업생(16명),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고교생(32명), 항공분야 우수인재(6명) 등 총 54명에게 약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장학하여 지역 교육환경의 수준을 끌어올리

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숲”은 공사와 (사)생명의숲, 인천시 중구청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숲 조성 환경사업으로 201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고객, 글로벌’을 대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사의 성장이 지역사회,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헌활동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나눔

사회공헌 강화 및  

신뢰구축

●

나눔문화 실천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목표

추진 
방향

세부 
실행 
과제

・ 공항건설,관리, 운영

・ 원활한 항공 운송 및 국민경제 이바지

・ 세계적인 공항전문 기업으로 육성

설립목적

・ 지역과 신뢰구축을 통한 공생발전

・ 고객참여를 통한 공항과의 공감대 형성

・ 공항 핵심역량을 활용한 국제사회 공헌

・ 임직원이 동참하는 나눔문화 확산

・ 개발도상국 항공무상교육

・ 해외봉사자 파견

・ 국제구호활동

글로벌 사회 기여

・ 창조적 기부문화

・ 자발적 나눔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 지역인재 육성

・ 도시마을숲 조성

・ 복지환경 개선

지역과 신뢰 구축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육성

・ 특임봉사단 운영(bbb)

・ 공모 등 고객참여 사업

고객과의 공감

핵심 이해관계자 사회공헌 전략방향

지역사회

해외공항

고객

임직원

하늘고등학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동반성장 과제 발굴  

및 개선
상생문화 조성 및 지원

추진 
방향

공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 실현목표

・중소기업제품 구매 

・ 금융지원

・ 역량강화 지원

・ 공동연구개발 지원

・시장공동진출

・ 소통채널 운영 및 개선 
과제 발굴 

・ 지원제도 개선 노력 및 
추진 성과

・ 경영진 솔선수범을 통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

・ 이해관계자와 동방성장 
문화조성

세부 
실행 
과제

동반성장 추진체계

사회공헌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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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

-사회적 소통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관계자 참여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

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인터뷰, 위

원회 개최, 고객 VOC 등을 시행하여 이해관계자 참여경영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항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호적인 친밀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웹, 트위터를 통해 고객과 보다 자유로

운 소통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기업으로서 국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항전문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

에 실현하는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립목적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투자와 민간자본 투자유치(3.5조 원) 등 대

규모 투자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 신규 일자리 약 15만 개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2012년도는 세부과제별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전년대비 4천 명이 증가한 29,3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창출 인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자 고용안

정 및 기술력 지원 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협력사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가안정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용증가와  요금 인상요인을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공항 상

업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가격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이용객에게 부과

하는 사용료 동결로 연평균 651억, 총 5,730억 규모의 감면 효과를 거둠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

여했을 뿐 아니라 항공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일반 여객과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의 경우, 가격관리 및 할인행사를 통해 저가 메뉴 비율이 31%로 증가하여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에도 효율적인 경영으로 서민들의 물가안정에 기여하

고 공항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까지 1단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까지 총 22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국제공항 신도시 인근에 

471,91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주민참여형 녹지조성을 위해 숲을 주제로  지역사

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녹색 휴식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신도시의 주변 방음과 차폐기능을 향상시

켜 친환경 녹색공항 이미지를 제고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총 300억 원을 들여 2012년 3월에 개관한 “하늘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대강당과 농구장, 수영장, 북카페를 비롯해 노인실, 청소년실, 보육실 등을 완비

하고 있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문화체육복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및 협력사 직원의 근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와 함께하

는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하여 2013년 3월 공항꿈나무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규

모는 연면적 2,800㎡ 지상 2층으로 정원 300명중 현원은 144명(협력사 68명, 공사 76명)수준입니다. 비

용측면에서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공사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공감을 위한 공헌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과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공항 고객이 직접 참

여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자긍심 있는 일자리

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 노래단 “몽땅(Montant)”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2014년까지 총 11억 원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뭉쳐진 총 9개국 17명으로 구성된 “몽땅”은 최근 각종 다

큐(EBS)와 예능프로(SBS 스타킹)에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제2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

다. 이외 공사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국 장애인 문학공모전, 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

전,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항공문학상 공모전 등 고객 대상 공모전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부터 휴대전화로 외국어 통역 재능을 기부하는 ‘언어장벽 없는 BBB캠페인’에 307명이 BBB 인천국제공항 

특임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무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대한적십자사, (사)생명

의숲 등 NGO단체와 협력하여 고객참여 모금함을 설치 운영하여 국제구호활동 및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문화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을 살려 인천국제공항 Sky Festival(매년 8월)

과 여객터미널 문화공연(연중)을 실시하여 약 28만 명의 고객들에게 문화공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은 장애인, 청소년, 소외계층, 국민 등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헌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10여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리딩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사는 이

러한 공항 운영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헌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항공 수

준 향상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개발도상국 항공인력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

육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 대비 36%가 증가한 57개국의 216명이 교육에 참

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사업 진출지역과 연계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협력사 직원&

공사 임직원”이 함께 하는 해외봉사, 대학생 서포터즈 해외봉사, 지역학교 해외교육봉사 등을 통해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글로벌 

공헌활동은 UN 새천년개발 목표(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해외 공헌 사례로 홍보되기도 하였습니다.

-임직원 참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상주직원의 나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임직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사

화합의 자원봉사 운영체제(CEO/노조위원장 양대단장제)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 봉사 인원은 2011년 대비 66% 상승한 

779명, 시간은 54% 상승한 4,748시간을 달성하였고 ‘공기업 경영대상’ 나눔경영부문 대상 수상, 행복나

눔인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과관리 체계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만족도 조사의 경우 참여

직원의 만족도와 봉사대상 기관의 만족도를 공동 조사하고 차기 자원봉사 활동에 이를 반영하여 임직원의 

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평숲나무심기

사회적기업 몽땅

BBB

사회적 기여 활동

●

1인당 봉사시간

임직원 나눔활동 성장

2011

3.6h

2012

5.4h

전년대비 50% �

* 지역인프라(학교, 문화센터건립비 등) 제외

사회공헌 기부금 집행  (단위: 백만 원)

2010

1,192

2011

2,908

2012

3,602

2010

일자리 창출 추진성과 (단위: 명)

구분
기관 
정원

아웃소싱 투자사업발주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쉽
기타 총계

2011 915 5,960 2,052 16,438 694 25,144

2012 984 5,990 4,016 18,389 1,003 29,398

민간자본 3.5조 원 투자유치3단계 사업 4조 원 투자

추진 
방향

항공운송사업 미래성장사업공항운영사업인프라 구축사업

・ 항공사 유치 등 네트워크 강화

・ 항공 연관 산업시설 유치 확대

・ 2단계 물류단지 입주 활성화

・ 근로여건 개선 등 아웃소싱 안정화

・ 사회적 기업 등 지원

・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및 개발 확대

・ 상업시설 매출 증대 및 제2여객터미널 신규 
매장 개발

・ 해외사업 다각화, 민간합동 진출 및 공동연구
개발 확대

・ 3단계 건설 성공적 시행

・ 시설개선, 유지보수 적기 시행

・ 친환경인프라 구축 확대

・ 투자사업 발주 확대

・ 3단계 공항운영 인력보강

설립 

목적

중장기 
목표 민간부문 일자리 15만 6천 개 추가 창출

(건설인력 11만 6천 명 + 상주인력 4만 명)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320명

1,636h 470명

3,077h

2011

779명

4,748h

2012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 항공운송 및 국민경제 발전공항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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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친환경 녹색공항

56 환경영향 최소화

Creating Green Airport4 친환경 녹색공항 / 환경영향 최소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경영체계 구축과 에너지 절약, 공항지역 환경영향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 취득 및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등 친환경 공항 구현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 공항  조성을 위해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2017년까지 진행하는 3단계 사업도 첨단기술과 공법을 적용하여 가장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3 Company Profile and Strategy  I  Being Global Airport Leader  I  Investing in Our Society  I  Creating Green Airport  I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  I  Appendix

사회책임경영 주요 성과

ㆍ환경훼손(대기, 수질, 토양 오염)

ㆍ환경법규 준수

ㆍ환경규제의 강화

ㆍ기후변화(지구온난화)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에너지 사용량

4,108 백만 원

에너지절약제품 구매실적

53,600 개
LED조명 교체 수량 (도입누계)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투자

221억 원

3,614 TJ

20 12년 목표 3,697TJ  이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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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을 목표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 50,400tCO₂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

응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전사적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 경영목표 및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종합 관리방안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경영의 고도화를 통한 ‘Green Airport’를 실현하고자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

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 에너지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에

너지관리 고도화, 입주자관리, 점검 및 교육 강화와 같은 세부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정확한 예측・평가 및 일관된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고도화된 에너지경영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 구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에너지경영 성과평가 시범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2월 건물분야 세계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ISO 50001)* 인증

을 취득한 이후, 보다 고도화된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향상 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4월 에너지경영성과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제수준의 에너지경영 성

과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하는 실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EnMS의  차별화된 효율성 

향상을 증명하고 평가기법 공동연구를 통한 노하우를 축적하며 국내 / 국제 사례발표를 통해 글로벌 녹색공

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기업이 에너지이용 효율 목표를 설정・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관리체계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적 에너지경영활동

녹색성장추진위원회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7월 기존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녹색성장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추진위원장을, 운항본부장이 부위원장을, 에너지 환경처장이 간사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에너지경영 목표 및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5년까지 공항 전체 조명의 60%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 노력과 더불어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교육 등을 통해 공항 구성원

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업무와 실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

다. 특히, 실무진 차원에서 에너지절감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실무자를 위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약 실무 가이드북」과 「인천국제공항 에너지절약 사례집」을 발간하여 제3단계 건설시 친환경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모든 공항 구성원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 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12년 에너지 사용량은 목표대비 2.2% 가 감축된 3,614TJ로 나타났으며 1,113백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목표대비 0.2%가 감소한 190,327tCO₂

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적 및 목표관리제 달성 현황을 공

유하고 추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한 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녹색경영을 기반으로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더불어 1998년 공항건설사업 및 2002년 공항운영분야에서 세계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취득, 2012년 1월 건물분야 세계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인증을 취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더욱 체계화된 녹색경영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공항으로 성공적인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공항

녹색공항 추진체계 

및 전략

●

에너지경영성과평가 시범사업 협약식

 

추진사업별 진행현황: ◯ 미완료, ◐ 부분완료, � 완료

핵심전략 단계 2013~2015

추진사업 

에너지 자립형 공항 건설

・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

・ 신재생 에너지 도입사업 다각화 ◐

・ 3단계 신재생 에너지 도입 ◐

에너지자립

탄소중립 단계 2013~2020

추진사업

Green Leadership 확보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

・ 탄소감축 프로그램 도입 운영 ◐

・Green 공항 교통정책 ◐

Green Airport

기반구축 단계: 2009~2010

추진사업 

녹색경영 기반구축

・ 에너지 경영 시스템 구축 �

・ 녹색인재경영 구현 �

・ 녹색생활 홍보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녹색경영체계 구축

심화촉진 단계:  2011~2012

추진사업

저비용 고효율 체제구축

・ LED 65%(2015) 교체 및  
지속적 설비 효율화 ◐

・ 건물 에너지 관리 기준 제정 �

・*ESCO 사업발굴 추진 �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2015년까지 온실가스누적감축량 50,400 tCO2 달성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 (The World Best Green Airport)

녹색성장 전략 중기계획(By 2015)

・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축유도

・ 지도점검 시행

・ 우수 입주사 포상 및 교육

입주자 관리

・ 성과지표 분석 및 진단

・ 에너지절약 생활화 점검

・ 에너지지킴이 교육 및 활용

점검 및 교육 강화 

・ 에너지 이용설비 계측범위 확대

・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성과평가제를 통한 에너지관리 극대화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관리

・ 실무위원회 구성

에너지관리 고도화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시범단지 태양광발전

고효율 LED 조명 도입계획 누계수량
 (단위: 개        도입비율)

2011 32,931

2012 53,600

2015 96,000

0% 20% 40% 60% 80% 100%

2010 15,900

에너지 사용량 및 원단위 사용량

 (� 전기(TJ)  � 중온수(TJ)  � 기타(TJ)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TJ/백만 원)

2010

2011

2012

0.00263

0.00223

0.00228

2,814 500 66

2,831 441 63

3,080 472 62

3,380 TJ

3,335 TJ

3,614 TJ

*Energy Servi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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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항 인프라 구축

●

친환경 공항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녹색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세부 이행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지역 저탄소 운영기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공항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의 녹색성장전략의 단계별 실천을 기반으로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비롯한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 및 운영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친환경 교통

시설 운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초과달성

하였고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및 ‘Green Airports Recognition’을 수상하며 에너지절약 활동으로 온실

가스 감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으며 친환경 우수공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체계) 실적을 UN에 등재하며 저탄소 운영기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공항의 기

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운영기반 활성화 노력

구분 시행내용 성과

배출권 거래제 

선제적 대응

・정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조기감축

・프로그램 CDM 등재

・목표관리제 조기감축실적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 10,713tCO2 확보

・기관 위상강화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

・ 절전효과, 유지 보수성,  
조도개선 기준으로 교체

・정부 정책목표 초과달성

・ 정부 지원금 수령으로 예산절감 
(735백만원)

・ 대상 67개 공공기관 중 교체 실적  
1위 달성

친환경 에너지

공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  제 3 변전소 지역 50KW

    ‐  직장어린이집 31KW

    ‐  화물변전소 10KW

    ‐  소방대분소 B지역 50RT

・ 연간발전량 약 100MWh 및 온실가스

    75tCO2 감축

・ 정부 녹색성장 에너지자립강화 과제 성공

     이행

시설 및 운영개선

・노후화 및 저효율 설비 교체 등

・시설운영 에너지낭비 요소개선 등

・온실가스 3,095tCO2 감축

・에너지비용 1,113백만원 절감효과

・ 정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초과 달성

친환경 교통시설

・ 고속전기차 3대 도입 운영

・ 수소연료전지버스 개발 실증 운행 개시

・ 친환경 자기부상철도 시범사업 참여

・저탄소 녹색공항 이미지 제고

・ 국가 친환경 교통시설 연구개발 참여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교체 실적

계획 실적

48,961 53,600

3단계 사업을 통한 친환경・고효율 인프라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고효율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절감 설계 마스터 플랜을 수

립하고 제2여객터미널(T2), T2 전면시설, 부대건물(청사) 모두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 설계를 적용하였

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장비와 시스템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설비보급 

확대를 통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2017년 3단계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 공항을 위해 221억 원이 투자된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에너지 13,613toe(절감률: 39.4%), 67억 원 규모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 및 상쇄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상쇄시키는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탄소 주기장, AC-GPS(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저탄소 교

통시스템 운영과 ‘Green Cargo HUB’ 구축을 위한 녹색물류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철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

년 4월부터 임직원 해외출장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구축하

여 임직원의 항공기 이용, 해외출장 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만큼 녹색기금을 적립하여 산림조성 및 사회단

체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tCO2 배출량 당 15,000원의 녹색기금을 적립하여 적립된 기금은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 상주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

다. 공항과 신도시간 자전거도로 18.4km를 구축하여 승용차 이용 대신 상주직원과 지역주민의 자전거 이

용을 장려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용 차량을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전량 경차로 전환하였으며, 

그린카 시범도입 사업으로 전기차(4대) 및 하이브리드차량(10대)을 운영 중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산

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인 수소연료전지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수소연료전지버스 2대를 공항 내 

셔틀버스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항지역 내에서 최첨단 친환경 교통서비스인 자기부상철도가  

1단계 구간(교통센터-용유역, 6.1Km)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정식으로 운영 개시

하여 공항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자기부상철도

는 향후 2,3단계(47.1Km) 노선까지 확대 건설될 계획입니다. 

Green Cargo Hub

자기부상철도

세계평화의 숲

친환경/에너지절감 설계 Master Plan

Master Plan 수립

・ 에너지 20% 절감 
설계

・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설계

・ 고효율 장비 설치 ・ 신재생 에너지 설치 ・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

공사착공 3단계 준공 3단계 시설운영

2012 2013 2017 2018 2020

단기 (2012 ~ 2013) 중장기 (2014 ~ 2018)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 설계반영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
에너지 절감

・고효율장비 적용

・정부 추진목표 준수

친환경 설계
・ 신재생 에너지 설계반영

・설계VE 실시
친환경 설계

・친환경 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피드백
・벤치마킹/전문가 자문

・건설・운영 합동 워크샵
피드백

・비상주 감리/자문활용

・지속적 워크샵 실시

정부  

온실가스   30% 

감축

구분
총온실 
가스 

배출량

직접에너지 간접에너지

기타
전기 중온수 소각 하폐수

보일러  
연료

이동연료

2010 182,792 145,758 22,521 9,839 723 873 3,051 27

2011 176,601 146,638 13,719 11,732 763 820 2,906 23

2012 190,327 149,603 22,629 13,554 903 588 3,036 14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 )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단위: tCO2 /백만 원) 

0.133

2010

0.101

2011

0.106

2012

(단위: 개)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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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으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을 운영하여 주변수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는 국

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중수도시설에서 처리하여 정화된 중수의 65.1%를 화장실 세정용수, 기계설비 냉

각/세정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잉여 중수는 유수지를 통해 해양으로 방류하여 수

계 관리에 활용되며, 환경관리요원들이 환경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지

역 6개 지점에 대한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에 설치된 초기강우

처리 시설을 통해 공항 활주로 지역에서 유분을 함유한 초기강우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

항 내 5개소에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는 전문처

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수처리시설 원단위 오염물질 배출현황 (단위: ppm(mg/L))

항목 법적기준 관리기준 2010 2011 2012

COD - 10 6.6 6.2 4.5

BOD 20 10 5.773 4.738 4.138

SS 10 6 0.7 0.6 0.7

TN 10 6 0.7 0.6 0.7

TP 2 1 0.359 0.228 0.214

대기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 첨단 배기가스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제어토록하는 Clean-Plant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에 힘쓰

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으로 인한 대기영향 파악을 위하여 공항 신도시 등 3개소에 24시간 가동되는 대기

측정국을 설치하여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PM2.5) 등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측정결과 3개소 측정국 전항목 모두 관리기준치 이하

의 대기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어 공항 주변의 대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목표

를 수립 운영하고 공항 운영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운영 및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발생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 수질, 대기질, 실내공기질 등

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감시시설을 운영하여 환경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공항 환경 모니터링

●

실내공기질
측정국
3개소

수질측정국
1개소

환경조사
차량
2식

항공기소음 
측정국
18개소

시설별 감시
시스템
1식 대기 및 
수처리 시설

CO2

대기질 
측정국
3개소

환경관리소 
1식 공항통합 
운영센터
129호

환경감시시스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환경 조사

인천국제공항은 이용객에게 쾌적한 실내공간 제공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의

거하여 여객터미널 대합실, 탑승동 대합실, 교통센터 실내주차장, Shuttle Train 승강장 지역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의 이용이 많은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의 대합실지역은 분기 1

회 미세먼지 항목을 측정 중이며,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해 연 1회 측정을 수행하여 깨끗한 실내공기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영향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음운항절차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를 항공사 등과 공유하고 있으며,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영향 저감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지원, 소음체험행사 등을 시

행하여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 및 숲 조성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생물다양성 관리의 일환으로 해양 및 육상 생태계 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분기별

로 시행하여 공항주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지역 

유수지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 숲을 재현하는 ‘세계평화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유수지공원 일대에 19만㎡ 규모의 ‘세계평화의 숲’ 1단계 사업을 완공한데 이어 28만㎡ 규모의 2, 3

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충녹지 기능에 충실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조성방침을 수립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도시의 단순한 경관 녹지에서 문화와 주제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탈바꿈 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제・방빙 전용 패드 설치 운영

제・방빙이란 동절기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날개 등 동체 표면에 붙어있는 서리, 얼음, 눈 등을 제거・방

지하기 위한 제방빙액(De-icing agent)을 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방빙 시 발생한 

폐액이 공항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포집하여 적정처리 가능한 제방・빙 작업지역(De-

icing PAD)을 별도로 지정・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내부에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제・방빙폐액을 포집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설치되어 전량 포집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적법

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합폐기물관리제도를 시행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확대하고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

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관리팀에서 통합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폐기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폐기물은 자원분류처리장을 운영하여 재활용폐기물, 소각대상폐기물, 

위탁처리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항시설지역 및 영종, 용유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각대

상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자체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폐기물의 분리수거, 보관, 처리 등의 작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단위: 톤)

 항목
폐기물  
발생량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재활용  
비율

폐기물처리  
_ 재활용

폐기물처리  
_ 소각

폐기물처리  
_ 매립

폐 제빙용액 
처리량

2010 35,826 10,313 842 24,671 78% 28,057 7,181 584 10,782

2011 110,700 30,461 8,436 71,803 89.8% 75,300 7,886 677 6,840

2012 83,177 12,298 960 83,177 91% 75,281 7,316 579 4,819

제・방빙

자원회수시설

공항주변 대기질 관리

아황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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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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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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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현황 (단위: 천 ㎥)

하수 재활용량(비율)

1,636 
(51%)

2,130 
(65%)

2,092 
(59%)

2011 2012 2012

용수 사용량

714

2011 2012

984

2012

946

하수 발생량

2011

3,182

2012

3,271

2012

3,521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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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직 및 인재경영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5
신뢰받는 윤리문화 / 조직 및 인재경영
우수한 인재는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자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역량 

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계적이고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공항 전문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는 함께 힘을 더해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훌륭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도적인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윤리경영의 실천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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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경영 주요 성과

ㆍ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증대

ㆍ사회부문 법규 준수

ㆍ임직원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 증대

ㆍ인권존중 요구증대

ㆍ고용

ㆍ부패방지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윤리경영지수

93.0 점
GWP 지수 

94.0 점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종합 청렴도 지수 

1

공기업 부문 선정우수  등급

미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수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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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lobal Clean AIRPORT’ 구현을 통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

업으로 도약하고자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ntegrity 확산을 통한 글로벌 윤리기업 문화 창

출’을 목표로 윤리경영 전략에 전사의 비전과 新핵심가치를 연계하여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이

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협력사/입점업체와는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을 세부 목표로 윤리경

영 제도와 조직을 활성화하고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는 글로벌 실천프

로그램의 참여확대, 인천국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 및 제반 규정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확립하여 윤리

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리더십

인천국제공항의 윤리경영목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CEO의 윤

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CEO는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CEO 윤리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대내외 윤리경영 문

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부강연료를 

자원봉사단에 기부하는 등 윤리적 행동을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윤리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CEO는 2012년 지속가능경영대상 기업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조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R위원회에서 윤리 및 사회책임경영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각 부서

별로 윤리실무위원을 선정하여 현업 부서에서 윤리문화 실현을 이끌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제

고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청렴옴부즈만을 강화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내실화하였습니

다. 또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사규에 반영하고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옴부즈만이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

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운영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내부조직 뿐만 아니

라 공항에 상주하는 협력사 현장대리인 및 윤리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력사 윤리경영에 대한 지

원 및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공항 전반에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목표

전략 
방향

추진 
과제

윤리문화 확산 프로그램 및 교육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강의를 통해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윤리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각 직급별 주

기와 구성원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직원들이 늘 윤리적 행동을 점

검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윤리준수 자가 점검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실현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문화를 공항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공사의 사이버 윤리교육 시

스템을 협력사에 오픈하고 협력사 윤리담당자 워크숍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협

력사 간 온라인 업무 포탈인 협업포탈 내 윤리경영 학습조직 신설, 협력사에 윤리레터 발송 등 윤리경영 성

과 및 정보의 공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 서비스수준평가에 윤리경영 항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협력사의 우수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협력사 윤리인식도가 전년도 83.6점에서 87.6점으로 상승하

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의 취지를 공유하여 인천국제공항 전반에 신뢰

받는 윤리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청렴한 공항기업으로 굳건히 성

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윤리문화

윤리경영 추진체계

●

윤리경영 추진활동

●

최고

책임자

심의/의결

기구

실행조직

전담부서

CEO

위원장: 사장

위   원: 경영진

간   사: 경영지원처장

단장: 상임감사위원

위원: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경영지원처장, 건설사업처장, 외부위원

간사: 감사실장

SR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상임감사위원

윤리실무위원 제도개선반 3단계 건설반 대외협력반감찰반

사회공헌팀 청렴팀
청렴옴부즈만

(외부전문가 5인)
보강

협력사
윤리

담당자
현장

대리인 확대

자원
공유

윤리경영 추진체계

Integrity 확산을 통한 글로벌 윤리기업 문화 창출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책임 달성

임직원 협력사/ 입점업체 지역 및 국제사회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

글로벌 수준의 사회책임 이행

・인천국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국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

윤리경영 추진조직

임직원 윤리교육 및 실천프로그램

윤리준수

자가점검

윤리교육

참여

프로그램

・윤리적 행동 자가점검

・ 인트라넷 팝업 상시 게시

・ 임직원 윤리규정 준수 다짐

・ 연초 사내시스템 전자 서약

・행동강령 안내

・ 명절대비 선물/청탁신고 안내

윤리규정 준수 자율서약Newspaper Test 행동강령 안내・통보

청렴콘텐츠  
공모

윤리의 달 
켐페인

전직원 
Value Camp

연말 
성과보고회

자체 워크숍

교육원

집체교육

신입/ 간부 

승진자

생애주기 
교육

전문기관

의뢰

계약/ 인사

윤리담당자

전문교육

인트라넷

전직원

윤리레터

부서별

토의

전직원

윤리 
간담회

사이버

강의

전직원

필수교육

워크샵 

간담회

SR 실무

위원

실행조직 
교육

월례조회

강사초빙

전직원

윤리특강

방
법

대
상

연도별 임직원 1인당 윤리경영 교육시간 

 (단위: 시간)

24.3

2010 2011

25.7

26.3

2012

임직원 1인당 윤리교육실적

임직원 필수교육 
이수율

100%

임직원 1인당 
교육시간

26.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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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체계를 통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모니터링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획수립부터 평가에 따른 학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수행 중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규정 인지도를 파악

하여 윤리규정 중 인지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분석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업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청렴 Call, 청렴마일리지, 간부직원 청렴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채널을 통해 개선점이 도

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 개

선사항으로는 성과물 제출방식과 작성기준 간소화, 계약업무처리절차/서류 안내 강화, 청렴 1처 1과제 신

설 반영, 간부직원 청렴교육 조직성과평가 반영 등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모니터링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시행

하는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

의식 내재화와 윤리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윤리경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

성과지표 2010 2011 2012

외부

국민 권익위

청렴도

종합 보통(8.87) 우수(9.09) 우수(8.96)

외부 8.93 9.29 9.09

내부 8.69 8.76 8.82

반부패경쟁력평가 우수 우수 매우 우수

KoBEX AAA(93.5) AAA(96.0) AAA(97.5)

내부
간부직원 청렴도 93.3 95.1 98.8

윤리경영지수* 90.2 92.4 93.0

*윤리경영지수(IIA Integrity Index): 윤리경영 자체평가 지표로  윤리.투명.신뢰.사회책임경영등 4개 분야 32개 지표로 구성됨

윤리경영 대외 수상 실적

수상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공기업 부문 수상 포춘코리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기업 최초 Top 7 SOC 부문 6연속 1위 KMAC

공기업 지속가능경영지수 (ERISS)평가 3연속 1위 경향신문 경제 연구소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KSI 공기업 부분 3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패발생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윤리리스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각 처별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청렴・윤리 1처 1과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윤리리스크 취약 제도 33건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비위행위를 예방하고자 부패취약시기에 행동강

령 유의사항 및 사회적 이슈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청렴일기예보 제도를 도입하고, 청탁등록신고 및 내

부공익신고 채널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청렴활동 이행실적을 성과평가와 연계하고 부패행위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모니터링

●

관리자 윤리교육

조직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공항 전문기업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뚜렷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조직 및 인재경

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 집중형 조직 체계 확립, 역량개발/인사공정성 확보 

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체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도약을 위한 중장기 조직/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과 사

회의 공동 성장을 위해 열린 고용, 사회형평 고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현원은 2013년 6월 기준 총 957명이며, 임원 6명, 일반직 878명, 안전・보안

전문직 58명, 별정직 3명, 계약직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직은 전문분야 관리자, 휴직자 대체 등 최소 필

수분야에 한해 유지하고 있으며 최소 필수분야 계약직 외 무기계약직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열린 채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별이나 연령,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위에서는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임금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입직원의 평균 보

수액은 3,324만원, 직원의 평균 보수액은 8,240만 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

임을 적극 이행하며 열린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졸자 채

용확대를 위해 고졸 직종을 신설하고 채용방식을 개선하여 창사 이래 최초 정규직 고졸인력 14명을 채용하

였으며 고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무 발굴 및 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등 취약계층의 고용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계층별/지역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

년 여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최근 3개년 정규직 신규 채용 여성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직 및 인재경영의 전략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채용정

책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사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추구하며,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문화를 실현하여 일하기 좋은 인

천국제공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재경영

열린 채용 및  

전략적 조직체계

●

성별 직원 현황 (2013. 6월 기준)

194명763명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체계 확립으로 기업 경쟁력 극대화

・ 전략기반 조직운영 
방법 정립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제도개선

・ 중장기 인력 운영 
체제 마련

・ 역량/니즈 기반  
인재육성

・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 열린 고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형평채용 등  
정부방침 부응

・ 신규채용 질적 제고

・ 육아여건 개선 등 
지원제도 정비

・ 유연근무 다양화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

・ 선진화/ 효율화  
추진체계 정립

・ 자체 효율화 추진 
과제 이행

・ 공항운영 연계 출자
회사 관리

・ 민자사업 종료/ 
안정운영 시행

・ 에너지(주) 경영 
정상화

전략 집중형 
조직체계 확립

역량개발/
인사 공정성 확보

고졸 등
사회평등 채용 강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선진화/
경영 효율화 노력

출자/출연
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조직문화 추진체계

2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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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채용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및 니즈를 진단하고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교육 이슈를 분석하여 필요역량 및 

요구에 기반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 

코칭역량 및 여성 리더십 개발, 핵심인재 육성체계를 차별화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재 역량 개발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장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문역량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여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4.3점(2011년)에서 4.6점

(2012년)으로 7% 상승하였습니다.

-역량기반 인재육성체계 수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역량기반 인재육성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역량 진단과 니즈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인적자원개발(HRD) 이슈는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과 함께 연간 역량개발 계

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이슈와 중장기 인재교육 방향을 기반으로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분야를 선정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파악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의 적시성과 생산성을 높여 구성원의 역량

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기반 HRD 시스템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역량개발과 경력관리를 연계한 통합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역량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역량개발 활동을 수행하기까지 상사의 코칭과 인사팀

의 경력개발 지원, 교육팀의 직무역량 진단, 교육계획 확정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

이수제와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국제항공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항공훈련 인프라를 마련했고 ACI 아태지역 HR교육협의체 의장을 수행

하는 등 글로벌 HR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 표준 글로벌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내

용을 내실화하여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역량개발

●

-교육 만족도 및 전문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2년 연속 교육 만족도 평가 전 항목에서 만족 수준이 상승하

였습니다. 또한 총 43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교육마케팅을 펼치는 등 개도국 해외사업을 확대

하여 교육사업을 통한 지식산업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력은 감사

원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교육 분야 최초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직무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등 성과중심

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직원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보수, 승진, 교육, 예산 등 보상을 다양화하는 성과중심 인사시스템을 통해 성과주의 문

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임직원에게 성과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제도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승진 및 전보의 객관성을 강화하여 전략적인 인력운

영 및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이행하였습니다. 첫째, 인사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해 평가 종류별 주안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승진 및 전보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분리 시행하고,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조직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전보권 위임과 승진권한 분할을 통해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석(Job Vacancy) 공지 

후 희망자가 지원하면 직상위자가 함께 일할 직원을 선발하는 전보 인사 방식인 Job Posting의 체계를 갖

춤으로써 청탁 등 부조리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인사관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자 결정시 객

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와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필터링을 강화하고 연공축소, 역량평가 확대를 

통한 능력위주의 승진후보 명부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승진제도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경력상담 

CDP 연계

경력개발 모니터링  

및 지원

역량평가, 업적평가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인사팀

역량개발계획 작성 

DP 수립
역량개발 활동 수행

개인업무목표 설정 

MBO 수립

직원

역량개발경로 상담 

DP 승인

상시 코칭 및 지원 

코칭 다이어리

개인업무계획 상담 

MBO 승인

상사

역량진단, 니즈조사

직무역량

역량-니즈-교육 연계

e_HRD Academy

교육팀
교육계획 확정

연간 인재육성계획

교육과정 개설

공통/리더십/직무전문

학점관리

학점 이수제

교육과정 모니터링

교육심의위원회

구분 2010 2011 2012

정규직

신규채용

여성 8 24 28

장애인 0 3 2

지역인재(비수도권) 6 19 21

고졸자 0 0 14

특성화고 0 0 14

이공계 7 27 40

전체 20 63 70

이외 

채용규모

인턴 45 65 72

계약직 1 1 1

전체

현원중

여직원(비율) 156(18.0%) 169(18.7%) 193(19.6%)

여성관리자(비율) 6(6.9%) 6(6.6%) 7(5.0%)

장애인(비율) 21(2.4%) 24(2.7%) 26(2.6%)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

●

계약직 인원변화 현황 (단위: 명)

38

2010 2011

34

11

2012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총점: 5점)

3.7점

2010 2011

4.3점
4.6점

2012

역량기반 HRD 시스템교육 추진실적

구분 2010 2011 2012

총 교육인원 
(명)

13,695 14,287 14,499

1인당 교육비
(만 원)

174 211 216

1인당 교육 
시간(시간)

137 161 140

전보승진

2010

2.9점

2011

3.8점

2012

4.3점

승진/전보 만족도 향상 (총점: 5점)

2010

3.2점

2011

3.7점

2012

4.0점

3.2점

2010 2011

4.0점 4.4점

2012

인사평가 만족도 향상 (총점: 5점)

인사관리 제도 개선 성과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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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과보상 및 인사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직무 중심의 실질적 연

봉제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성과보상과 인사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보상을 위한 선제조건인 성과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업무목표(MBO) 제도는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업무목표를 설정한 후 상사와의 상담, 인사팀

의 평가를 통해 수립하게 함으로써 개인성과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위부서, 하위부서, 구성원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잡힌 성과주의 문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성원의 평

가결과 수용도가 4.7% 증가하였습니다. 구성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수용도를 기반으로 보다 공정한 성

과보상과 인사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등 성과연봉제를 확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개인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이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보상만족도가 12.5%, 평가공정성이 4.6%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중장기 복지제

도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일터로서의 공항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연근무를 다양화하

는 등 새로운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여건 혁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하

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Change Over Plan’을 운영하여 출산휴가 전 업무 인수인계를 공식 프로세스화

하고, 육아기에는 육아휴직을 보장하여 현재 남자직원 2명을 포함한 22명의 직원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

다. 특히, 협력사 직원과 공사의 임직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300명 정원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

여 직원들의 보육고충을 덜어주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 재량근무제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와 인력운영 유연화를 위한 단시간 직무를 발

굴하고 일・가정 균형 확산운동인 “Less Mor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을 위한 맞춤

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족친화경영대상(저출산 해소 부문) 수상, GWP(Great 

Work Place) 지수 US 100대 기업 수준에 진입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합리적 복지제도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다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 직원 만족, 2. 직원간 형평성, 3. 합리적 운영

을 추진방향으로 중장기 복지제도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추진과제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내 동호

회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유대감을 높여 보다 즐거운 업무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직

접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을 

전액 사외 이체하여 퇴직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장학금, 의료비 지원 시 선택적 복리비를 차등 지

급하여 사내기금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처럼 합리적인 복지제도의 운

영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가 제도

안전・보건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동으로 전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산

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에게 월 1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건강검진을, 격년으로는 정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환별 건강등급제를 운영

하여 등급에 따라 추적검사 및 전담주치의와의 상담을 하는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EAP(근로자지원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진단, 관리(1년에 8회)하고 있습니다.

*  EAP: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의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퇴직 전, 후로 지원프로그램(Out-

placement Program)을 설계하여 전 직원의 근무의욕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정

년퇴직자 및 임기가 종료된 경영진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경력재설계 컨설팅, 

재취업 교육지원, 퇴직 전문 인력 경영자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은 퇴직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상담, 조언을 업무로 하는 경영 자문역을 위촉

하여 직원의 재취업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Outplacement Program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하여,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재무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사업 및 조직 내 중대한 변화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기준 72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래지향적인 상생화합의 노사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 대외환경 및 노사관계를 분

석하고 2011년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2012년을 상생화합 도약

기로 정하고 10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상생화합 전략 실천, 노사협력으로 경영성과 창출, 다양

한 소통채널 강화, 합리적인 임금협약 체결을 4대 중점 실천과제로 정하고 노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이

행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계약직, 고졸) 등의 처우개선을 추

진했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실천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복지 운영

●

구분
2010 2011 2012

남 녀 남 녀 남 녀

출산휴가 사용자(명) 18 14 2 13 3 22

출산휴가 복직률(%) 100 100 100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명) 1 8 0 14 2 20

육아휴직 복직률(%) 100 87.5 - 100 100 100

육아휴직자 복직 유지비율(%) 100 100 - 100 50 100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

10대

실천과제

인천국제공항 상생화합의 노사전략 로드맵 구축

2011년 상생화합 준비기

(단체협약 체결)

2012년 상생화합 도약기

(단체협약 체결)

2013년 상생화합 정착기

(국민 친화적 노사관계)

・ 노사관계 선진화

・ 성과 창출형 노사관계

・ 노사소통 활성화

・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

4대 카테고리

・ 상생화합 전략 실천(개선)

・ 노사협력으로 경영성과 창출(개선)

・ 다양한 소통채널 강화

・ 합리적인 임금협약 체결(개선)

4대 중점 실천과제

복리후생 만족도 (총점: 5점)

3.9점

2010 2011

4.4점
4.6점

2012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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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실천과제 이행성과

상생의 커뮤니케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여 전직원이 공감하는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특히, 노사정(勞使政) 소통 확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뿌리(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가 공동으로 Vision 

2015 경영전략의 새로운 핵심가치 도출에 동참한 것은 노사 모두의 주인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를 통해 고충 및 경영현안 문제를 논의하며 노사 공동으로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고충 및 경영현안 해결  (단위: 건)

실천과제 이행내용

상생화합 전략 실천

・ 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 공항운영 성과 협력사 환원 
- 상생화합 프로그램 내실화 등

・ 사회공헌 역할 분담이행 
- 사회공헌협약 체결, 단체협약 명시 
- 나눔 활동 체계화

노사협력으로 경영성과 창출

・ 노사 선진화과제 이행 완료

・ 공항운영 무중단 달성 →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 성과창출의 조직문화 달성 
- 최고 공항운영 실적 달성

다양한 소통채널 강화

・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충 및 경영현안 해결(12건)

・ 조직의 4대 핵심가치 도출에 동참 
- 현장(교대)근무자를 포함한 전직원 참여(84%참여)

합리적인 임금협약 체결
・ 보충협약 체결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임금협약 체결

GWP 지수

노사 소통 활성화 (단위: 점)

82

2010 2011

91
94

2012

경영혁신 파트너

현장의 소리 전달

공사(CEO/임직원)

경영 현안 의견요청

노동조합 

(위원장/간부)

新 Needs

노사관련

정부정책

이해필요

노사정 소통 공유/확산 상호입장공감

무중단 공항운영
공식 채널 

(노사협의회)
노조 위원장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8년 연속 1위

스킨십 채널 
(사회공헌)

공사 사장

정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교육채널 
(모닝포럼)

중부노동청장

노사정 (勞使政) 소통 확충

구분 2010 2011 2012

조직 1 2 0

인사 3 1 3

복지 8 3 5

기타 3 4 2

합계 1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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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경제성과

●

사회책임  
경영성과

구분 항목 단위 2010 2011 2012

임직원 수 임원 및 일반직 남/여 명 659/143 685/159 710/179

안전보안직 남/여 22/1 22/1 33/4

계약직 남/여 9/1 8/1 6/2

무기계약직 남/여 18/10 18/7 18/7

별정직 남/여 3/1 3/1 3/1

전체 임직원 수 남/여 711/156 736/169 770/193

소수자 현황 장애인 고용인원 명 21 24 26

장애인 고용비율 % 2.4 2.7 2.6

여성비율 18.0 19.6 20.04

여성관리자 비율 5.6 6.6 5.8

고용안정성 고용창출률 % 0.6 4.4 7.1

이직률 1.5 2.0 1.3

평균근속년수 년 11 11 11

가족친화경영 육아휴직 복귀율 남/여 % 100/87.5 -/100 100/100

임직원 만족도 직원만족도 지수(GWP) 점 82 89 94

인재개발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시간 137 161 140

임직원 안전과 
보건

부상률 남/여 % - 0.1104/0 0/0

손실일 남/여 일 297/221 135/90 315/277

재해율 % 0 0 0

운항 안전 및 
보안

지상안전사고 건 6 5 6

야생조류충돌건수

(건/1만회 항공기운항)

7 0 3

동반성장 청렴계약 비율 % 100 100 100

전자입찰 비율 100 100 100

상생프로그램 만족도 % 70.1 94.8 97.4

고객만족경영 고객만족도 등급 AA(최고) AA(최고) AA(최고)

ACI ASQ 순위 1위 1위 1위

윤리경영 윤리경영지수 점 90.2 92.4 93.0

지역사회 소음영향권지역 거주민 수 명 36,991 39,103 44,180

소음영향권지역거주민 비율 % 100 100 100

거주민 증가율 109 106 113

사회공헌 기부금 억 원 16 429 163

임직원 총 자원봉사시간 시간 2,825 3,077 4,748

법규 사회/환경법규 위반 건수 0 0 0

사회성과

●

구  분 2012

매출액 15,817

매출원가 6,845

매출총이익 8,972

판매비와 관리비 994

영업이익 7,978

기타수익 48

기타비용 217

기타이익 119

금융수익 234

금융원가 1,209

지분법 이익 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960

법인세비용 1,966

당기순이익 4,994

기타포괄손익 12

총포괄손익 5,006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구  분 2012

유동자산 3,542

비유동자산 75,003

자산총계 78,545

유동부채 6,743

비유동부채 20,080

부채총계 26,823

납입자본 36,179

이익잉여금 15,543

자본총계 51,722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억 원)

연도 과세표준 법인세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2010 480,551 105,697 338 37,976 67,383

2011 669,016 147,159 147 53,021 93,991

2012 735,322 161,351 210 73,605 88,016

법인세 납부현황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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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책임 및 목적

보고서 작성에 포함된 지속경영 목표 설정, 성과관리, 정보의 수집, 보고

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습니다. 본 검증인의 책임은 수행한 검증 절차에 따른 결과를 경영진에

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검증보고서는 보고서 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는지 여부, 정보수집시스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지속경영이

슈의 도출 및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보고서 품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기준

본 보고서의 검증 작업은 이하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검증기준

2) GRI G3.1 지속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3) BEST 가이드라인 

1) AA1000AS(Assurance Standard): 영국에 소재한 사회책임경영 관련 비영리

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1999년에 사회적, 윤리적인 회계, 감사, 보고에서

의 질을 향상하여 조직 전반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지속경

영보고서 검증기준으로, 2008년에 개정된 버전을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2) GRI G3.1 가이드라인: 1997년 국제 환경단체연합인 환경책임경제연합

(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합작하여 제정한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가

이드라인으로 2006년 10월 발표한 G3를 바탕으로 인권(Human Right), 성

(gender), 지역사회(Local Community)의 내용이 확대 및 보완된 G3.1을 

2011년 3월에 발표함. 향후 2013년에는 네 번째 개정판 G4를 발표할 예정임

3) BEST 지속경영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의 지속경영보고서 확산을 목적으로 윤경

SM포럼이 2006년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연구원(IPS),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수준

을 5단계로 파악할 수 있음

검증유형 및 수준

본 보고서의 검증은 AA1000AS(2008) 기준의 Type 1과 중위수준

(Moderate Level)에 따라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증인은 Type 1에 따른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201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AA1000 

AS(2008)의 3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근거하여 공시자료 및 

보고 시스템,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제공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본 검증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증인은 보고내용에 대해 오류를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증거자료

를 확보하고 각 성과 영역별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중위수준에 

부합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및 방법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1) 보고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

응성에 대한 평가, 2) GRI/BEST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지표 

충족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개된 데이터의 출처 및 관리 부서 검토

- 영역별 성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보고 과정의 적합성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치 여부 검토

- 미디어 분석과 보고기간 동안의 관련 문서 검토

- 중대성평가 결과 주요 이슈의 반영 여부 확인

- 중대이슈에 대한 대응 시스템

- 지속경영보고서의 GRI/BEST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제한사항

- 데이터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해당 보고기간에 대한 자료 및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검증을 진행함

- 성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음

검증의견

상기 검증범위와 방법,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본 검증인은 보고서

에 실린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주요 검증 결과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며 세부 검증결과 및 권

고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포괄성-Inclusivity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책임경영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

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는 이해관계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

으며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에서 사회책임경영 이슈 점검 및 향후 추진

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소통 방법과 다양한 매

체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핵심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성

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검증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 SR이해관계자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사회책임경영 전반에 대한 주요 의

사결정은 물론 사회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

・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통채널인 VOC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시설개선 및 프로세스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점

・조직의 4대 핵심가치 도출에 내부이해관계자(노사)가 참여한 점

다만, 향후에는 이해관계자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책임경영 실행조

직(SR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을 확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이슈를 

반영한 전략 및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성-Materiality

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이해관계자에

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정보를 누락하거

나 제외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분석을 위해 사회적 책임 

인식(미디어 분석, 관련기업 분석, Trend & Impact 분석, 사회책임경영

수준 진단), 이해관계자 참여(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중대성평가(주

요이슈도출)의 단계로 관련성 평가와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외부 영향력을 고려하여 25개의 트렌드 및 

임팩트를 고려한 최종 핵심이슈를 도출한 점

・중대 이슈에 대한 성과를 충실히 보고하려고 노력한 점

다만, 앞으로 중대성 및 주요이슈에 대한 관리 및 보고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중대한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 프

로세스에 대한 강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성과 위주의 보고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

슈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해관계자 그룹(임직원, 고

객(여객),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정부 등)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의 특

성을 고려하여 소통채널을 구축하였고 채널을 통한 소통 성과에 대해서

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높이 평가합니다.

・ 서비스개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간의 범 공항적 공생시스템을 구

현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목표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VOC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의 의견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협력사 협

업 기반의 공사 특성에 맞게 중소협력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

채널로 의견에 대응하고 있는 등 자유로운 소통과 대응으로 긍정적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합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이에 대한 대응 현

황 및 결과를 공시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전반에 걸쳐 주요 이슈 및 의

견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해관계자 그

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GRI 적용수준

검증인은 본 보고서의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수준이 ‘A+’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BEST 충족률

본 보고서의 BEST 기준 보고율 및 정보의 신뢰도를 고려한 결과 BEST 

가이드라인 5단계 중 성숙형인 제4단계를 89.0% 충족하고 있다고 판

단합니다.

권고의견

본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섯 번째 보고서인 ‘2013 인천국제공

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가 (1)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구

성원의 결집 등을 위해 시도된 신(新)핵심가치 제정을 위해 전 직원이 참

여하여 진단 및 의견수렴, 조정, 합의의 과정으로 4대 핵심가치와 ‘Value 

Story’를 도출한 점 (2) 이해관계자위원회,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인터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

고 있는 점 (3) 경제 및 창조 중심의 경영성과와 동반성장, 상생협력, 사회

공헌, 윤리, 임직원 중심의 사회성과, 친환경 녹색공항의 환경성과 그리

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GRI, UNGC, ISO26000 등)과 같이 핵심 내

용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향후 발간

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산업군 특성과 이해관계자가 요구를 반영한 핵심 

이슈와 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이해관계자 분류 및 정의와 주요 이슈 발

굴 필요

- 이해관계자의 대응에 대한 활동과 성과 강화

- 정량 성과에 대한 보고 보완

독립성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

지 않으며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작성에 참여

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검증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지속경영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

어 2002년부터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경영 관련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기관입니다. 검증단은 경영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

내 주요 대학 교수진 및 지속경영 자문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

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1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경영진 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201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

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김 재 은

72 73



Company Profile And Strategy  I  Being Global Airport Leader  I  Investing In Our Society  I  Creating Green Airport  I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  I  Appendix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13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결과보고서

진단 기준

한국표준협회(이하 KSA)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용역의 일환으로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ISO 26000 체크리스트는 사회

적 책임 이행에 대한 프로세스와 7대핵심주제 (조직 거버넌스, 인권, 환

경, 노동관행,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

한 성과진단을 포함합니다.

이 진단 보고서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프

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별 성과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진단 범위

KSA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

행 성과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장기 전

략 및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진단하였습니

다.

진단 방법

KSA는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진

단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근거 수집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

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성과에 관한 내부 자료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별 담당자의 인터뷰 수행 

검증

93.3

사회적 책임 인식
96.0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96.7

핵심주제와  
쟁점분석

93.3

우선 순위와 실행전략,  
계획 수립

90.0
실행

80.0

의사소통

100.0

개선

80.0

ISO 26000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

벌 공항전문 기업’의 비전을 달성을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을 전

략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등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UNGC 등 국제적 이니셔티브 지지를 통해 사회책

임경영에 대한 조직의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과 이

해관계자 위원회 개최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실행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전략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지속가능

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사회책

임경영 성과지표 및 목표에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가 모두 포함되도

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조직의 가치사슬로 

확대하고 사회책임경영 활동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질적

인 사회책임경영 이행을 제안합니다.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 상황을 검토사회적 책임 인식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 참여전략을 수립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쟁점 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쟁점목록 작성핵심주제와 쟁점분석

조직역량을 고려해 개선과리해야 할 쟁점의 우선순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우선 순위와 실행전략  

수립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의사소통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보고검증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개선

ISO 26000 7대 핵심 주제별 진단 결과 

■ 조직 거버넌스  

사회책임경영을 전사 전략 방향의 한 축으로 하여 전사적인 내재화를 위

해 전담 의사결정 기구인 SR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향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SR위원회를 이

사회 산하로 재정립하고,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과거 집중적으로 추진했

던 항목에서 범위를 넓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목

표 수립과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권고합니다.

■ 인권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

의 협력사 직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사 파업 및 부도매뉴얼을 수립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타 조직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활

진단 결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 26000 대응 수준 진단 결과, 프로세스 측면

은 360점 만점에 328점을, 성과 측면은 640점 만점에 608점으로 총점 

936점을 획득하여 SR 4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국

제공항공사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성과측면에서는 7대 핵심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공항전문기업으로서의 공익목적이 ISO 26000

의 표준에 근거하여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 주제

와 원칙을 회사의 고유 사업 전략과 통합시켜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이 돋보입니다. 다만 인권 실사 및 고충처리 관리에 있어서는 소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요구됩니다.

■ 노동관행  

탄력 근무제, 여성 및 가족친화형 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여직원 리더십 워크숍 등 양성평등 인

사제도 및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상담서비스(EAP) 

도입으로 직원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예정자

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운영을 권고합니다. 

■ 환경  

중장기 경영전략 하에 친환경 공항운영체제 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계 최고의 녹색공항’을 녹색성장전략 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환경경영시스템 및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 환경감시센터를 통한 실시

간 모니터링, 환경보고서 발간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항주변의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

지 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정운영관행  

매년 협력사 대표들과 UNGC 체결식을 진행하고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

하여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

영컨설팅 및 기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반부패 청렴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채

널을 활용한 윤리교육 및 청렴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윤리의식과 실천력

을 제고하는 점이 우수합니다. 

■ 소비자 이슈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권

고기준 이상 및 인증된 항공보안 장비를 보유하는 등 고객 안전에 대한 

노력이 우수합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공항,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항공사 및 승객,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 캠페인 및 공익광고를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전 임직원이 봉사단으로 소속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발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지역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점은 고무적인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경

영평가 등의 외적인 유인 달성을 위한 사회공헌이 아닌 조직 및 개개인의 

진정성을 담아 기관의 특성 및 장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권고합니다.

조직 거버넌스

90.0

인권

94.8

노동관행

93.8

환경

93.9

공정운영관행

97.4

소비자 이슈

96.9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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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을 통합하는 활동

조직 거버넌스

조직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 보호, 준수 

하며 실현하는 활동

인권

조직내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노동관행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환경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행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조직간 거래의 윤리

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정보와 계약, 지속

가능소비 촉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2013년 6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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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원칙 6.8.2 지역사회 참여 18~19 �

경계 프로토콜 6.6.5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About this report �

1.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예: CEO, 회장 또는 동급 임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6.2

조직 거버넌스
2~3 �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6.2 2~3, 37 �

2. 조직프로필

2.1 조직 명칭 12 �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3 �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6.2 조직 거버넌스 12~13 �

2.4 본사/본부 소재지 About this report �

2.5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13 �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2 �

2.7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13 �

2.8 보고 조직의 규모 12~13, 70 �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12~13 �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82 �

3. 보고 매개변수

3.1 보고 대상 기간 (예: 회계 연도/달력 연도) About this report �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존재하는 경우) About this report �

3.3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About this report �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24~25 �

3.6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About this report �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 About this report �

3.8 
합작 회사, 자회사, 임대 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About this report �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About this report �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About this report �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 방식 상의 큰 변화 About this report �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76~79 �

3.13 외부 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외부 검증의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7.5.3 검증 72~73 �

4.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 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6.2

조직 거버넌스

16~17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6.2 16~17 �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와 성별 명시 6.2 16~17 �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6.2 16~17 �

GRI G3.1 및 
ISO 26000 
적용수준

GRI 및 ISO 26000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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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부서별 구성 포함)과  조직의 성과 (사회/환경 성과 포함)  

간의 관계
6.2

조직 거버넌스

16~17 �

4.6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6.2 16~17 �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성별 및 다양성지표들을 포함) 
6.2 16~17 �

4.8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6.2 14~15, 43~47, 52 �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 관련 위험 요소 및 기회,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행동 강령 및 원칙 준수 포함
6.2 16~17 �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6.2 16~17, 26~27 �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6.2 37 �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6.2 74~75, 80~81 �

4.13 협회 (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6.2 83 �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6.2 18~19 �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6.2 18 �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6.2 18~19, 24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6.2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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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 비용, 직원 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 등

6.8/6.8.3/ 

6.8.7/6.8.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지역사회  

참여/부와 소득창출/사회적 투자
30 �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52~55 �

EC3 연금 지원 범위 6.4.4/6.8 66~67 �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12 �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성별 임금 비율" 6.4.4/6.8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63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6.6.6/6.8/ 

6.8.5/6.8.7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고용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 
44~46, 64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6.8/6.8.5/6.8.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 49, 64 ◐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지원 형태구분 포함)

6.3.9/6.8/6.8.3/6

.8.4/6.8.5/6.8.6/

6.8.7/6.8.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교육과 문화/기술개발과 접근/부와 소득창출/

사회적 투자

47~49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영향의 범위 포함)

6.3.9/6.6.6/6.6.7

/6.7.8/6.8/6.8.5/

6.8.6/6.8.7/6.8.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재산권 존중/필수 서비스 접근/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고용창출과 기능 개발/기술개발과 접근/부와 수입 창출/ 

사회적 투자

49 �

환경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6.5/6.5.4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N/A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56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53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53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53~55 �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 

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52~55 �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52~55 �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56 �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56 �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56 �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6.5/6.5.6 환경/환경보호, 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57 ◐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57 ◐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57 ◐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57 �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지정 멸종  

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 N/A

 � 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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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6.5/6.5.5 환경/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54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54, 56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52~55 �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6.5/6.5.3 환경/오염방지

54 �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56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56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57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N/A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 

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N/A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6.5/6.5.4/6.5.6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환경보호, 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57 �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6.5/6.5.4/6.6.6/ 

6.7.5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지속가능한 소비
56~57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6.5/6.5.4/6.7.5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지속가능한 소비 – N/A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6.5 환경 71, 83 �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6.5/6.5.4/6.6.6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55 �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 환경 53~55 �

노동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LA1 성별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6.4/6.4.3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63~64, 71 �

LA2 신규직원 채용 그리고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64, 71 �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사업장 중요지역별)
6.4/6.4.3/6.4.4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66~67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6.4/6.4.3/6.4.4/ 

6.4.5/6.3.10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67 �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6.4/6.4.3/ 

6.4.4/6.4.5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67 �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6.4/6.4.6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67 �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및 성별) 71 �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6.4/6.4.6/6.8/ 

6.8.3/6.8.4/6.8.8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교육과 문화/보건
66~67 �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6.4/6.4.6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67 �

LA10 직원 형태별 및 성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6.4/6.4.7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65, 71 ◐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6.4/6.4.7/6.8.5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고용창출과 기능개발 64~65 �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성별 비율 6.4/6.4.7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65~66 ◐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직원 범주(형태)별 구성 현황 (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6.3.7/6.3.10/ 

6.4/6.4.3

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노동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16, 71 �

LA14
사업의 중요위치에 따른 직원 범주 별 여성직원의 남성직원 대비  

기본급 및 보상 비율

6.3.7/6.3.10/ 

6.4/6.4.3/6.4.4

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노동관행/ 

고용과 고용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대화
63 �

LA15 육아휴직 이후 성별 복직 및 유지비율 
취약그룹에 대한 차별금지/ 기업 및 지역구성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
66, 71 �

인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HR1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건수 및 비율

6.3/6.33/6.3.5/ 

6.6.6
인권/실사/공모회피/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44~46 �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및 기타 협력사들의 인권 심사 비율
6.3/6.3.3/6.3.5/ 

6.4.3/6.6.6

인권/실사/공모회피/고용과 고용관계/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44~46 �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6.3/6.3.5 인권/공모회피 60 �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6.3/6.3.6/6.3.7/ 

6.3.10/6.4.3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고용과 고용관계
차별건수 없음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거나 위반된다고 

판단된 업무분야 및 주요공급자 그리고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6.3/6.3.3/6.3.4/ 

6.3.5/6.3.8/ 

6.3.10/6.4.3/ 

6.4.5

인권/실사/인권위험상황/공모회피/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고용과 고용관계/사회적 대화
67~68 �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그리고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 6.3/6.3.3/ 

6.3.4/6.3.5/ 

6.3.7/6.3.10

인권/실사/인권위험상황/공모회피/차별과 취약그룹/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63, 80 �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및 그리고 모든 형태

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인권/공모회피/고용과 고용관계/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66~68 �

지표 지표내용
ISO 

26000

ISO26000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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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여부

인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6.3/6.3.5/6.4.3/ 

6.6.6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고용과 고용관계 
40 �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6.3/6.3.6/6.3.7/ 

6.3.8/6.6.7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재산권 존중
– N/A

HR10 인권 심리(審理) 그리고/또는 인권 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장의 비율 및 개수 실사/인권위험상황 44~46 �

HR11 공식적인 민원처리 방법에 의해 접수, 제기 및 해결된 인권 관련 민원의 수 "고충해결 민원제기 없음 �

사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3.9/6.8/6.8.5/ 

6.8.7*/6.6.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고용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재산권 존중
47~49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6.6/6.6.3 공정운영관행/반부패

60~62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61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60~62 �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6.6/6.6.4/6.8.3 공정운영관행/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지역사회 참여

44~46, 49 �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6.6/6.6.5/6.6.7 공정운영관행/공정경쟁/재산권 존중 71, 83 �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6.6/6.6.7/6.8.7 공정운영관행/재산권 존중/부와 소득창출 71, 83 �

SO9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57 �

SO10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57 �

제품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6.3.9/6.6.6/6.7/ 

6.7.4/6.7.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소비자 이슈/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지속가능소비

40~43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40~41 �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6.7/6.7.3/ 

6.7.4/6.7.5/ 

6.7.6/6.7.9

소비자 이슈/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 계약관행/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지속가능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교육과 인식 제고

42~43 �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71, 83 �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6.7/6.7.4/ 

6.7.5/6.7.6/ 

6.7.8/6.7.9

소비자 이슈/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지속가능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교육과 인식 제고

42~43 �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6.7/6.7.3/ 

6.7.6/6.7.9

소비자 이슈/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 계약관행/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교육과 인식 제고

43 �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71, 83 �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6.7/6.7.7 소비자 이슈/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43 �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6.7/6.7.6 소비자 이슈/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71, 83 �

지표 지표내용
보고  
Page

충족 
여부

항공산업 부가지표

A01 연간 이용승객 수(국내/외 항공이용 승객, 출발/목적지 별, 환승/통과 여객으로 구분) 12, 27, 31 �

A02 연간 항공기 이동 횟수(주간 구분): 상업적 승객, 상업용 수하물, 일반항공, 국가항공기(state aviation flight) 12, 27, 31 �

A03 수하물 총 톤수 12, 27, 31 �

A0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56 �

A05 규제제도의 오염농도(μg/m3 또는 ppm)에 따른 대기질 수준 56 �

A06 항공기와 포장도로의 제빙액/방빙액(m3 또는 미터 톤) 57 �

A07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57, 71 �

A08
공항운영자 또는 이를 대표하는 정부 및 기타 독립체에 의해 자발적/비자발적,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주민의 수와 이들에게 제공된 보상

57, 71 ◐

A09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Wildlife Strikes) 횟수 71 �

GRI G3.1 항공산업 부가지표

●  � 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N/A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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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Advanced
Level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2007년 3월에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실적은 본 사회책

임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UNGC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실천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UNGC 원칙 조건(Criterion) 보고내용(or 미래계획)

전략, 지배구조, 

참여

Strategy, 
Governance 
and 
Engagement

01.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레벨에서 UNGC실행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논의 여부

02.  지속가능성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시스템 

03.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

・ CEO메시지를 통해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의지, 성과, 향후 계획 

공시

・ 전사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조직 마련

・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와 위험, 기업 활동이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책임경영 의사결정기구인 SR위원회를 운영, 이를 통해 사회

책임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 및 결정

・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및 참여채널 구축

・ 이해관계자 대화 정례화(연 2회)

・ 경영전략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도출

UN 목표와 이슈

UN Goals  
and Issues

04. UN 목표와 이슈 지원을 위한 활동 ・ 인천국제공항 Clean Compact 서약, 개발도상국 항공인력 무상

교육,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프로그램, 세계평화의 숲 조성, 가족친화경영, 직원 육아여건  

개선, 모성보호제도 등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인권

Human Rights 
Implementation

05. 인권부문에 있어 약속, 전략 및 정책

06.  인권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07.  인권원칙 통합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08. 인권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 윤리헌장, 임직원행동강령, 행동준칙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원칙

을 천명

・ 인권 교육, 홍보 글 게시를 통해 인식제고

・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전사 인권수준 평가

・ 통합 고충처리시스템, 내부고발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  ISO 26000, GRI 3.1을 통한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수립

노동

Labour  
Principles 
Implementation

09. 노동부문 약속, 전략 및 정책

10.  노동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11.  노동원칙 통합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12. 노동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 ILO노동협약, 국내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

・ 단체협약을 통해 상호 권리와 의무 명시, 교섭 프로세스 개선

・ 노새 상생화합 선포식 개최, 노사 공동 글로벌 경영 교육 참석

・ 노동관련 주요 안건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결정

・ 부당 노동행위 신고채널 운영, 현장 근로환경 점검반 운영

・ 설문조사 시행을 통해 인사/복지제도 개선

・ 노사 간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노사 합동 워크숍 진행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명시

환경

Environmental 
Stewardship 
Implementation

13. 환경부문 약속, 전략 및 정책

14.  환경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15.  환경리더십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16. 환경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 친환경 공항 인프라 구축,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노력

・  녹색경영,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인증, 온실가스배출권 

확보

・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대기, 실내 공기질, 수

질, 토양, 생태계 등),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두어 환경관련 성과

를 모니터링

・ Green Report 및 사회책임경영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 

성과를 외부에 공개

조건(Criterion) 보고내용(or 미래계획)

반부패

Anti-Corruption 
Implementation

17. 반부패부문에 있어 약속, 전략 및 정책

18.  반부패원칙을 경영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19.  반부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20. 반부패부문 표준화된 성과지표 반영여부

・ 윤리규범 개정, 반부패 청렴 전담조직 보강, 청렴옴부즈만 제도  

사규 반영, 부패행위 징계양정 기준 강화, CEO 윤리메시지 전달

・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 추진체계 및 로드맵 구축

・ 윤리경영포럼 CEO서약 동참

・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체계, 내부감사 시스템 구축

・  청렴 Call 제도, 청렴일기예보, 청렴마일리지, 청렴신문고 내 신고

채널,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윤리준수자가점검, 윤리교육, 청렴콘텐츠 공모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리문화 확산을 선도

・  청렴활동 이행실적 성과평가 연계,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

・  ISO 26000, GRI 3.1을 통한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수립

공급망 관리

Value Chain 
Implementation

21.  Value Chain상에서 UNGC 원칙 실행여부 ・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체계 구축

・  협력사 간담회, 동반성장 협의체, 서비스개선위원회를 통해 동반

성장 문화 조성과 인권보호 실천

・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조공문 발송 및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실시로 윤리경영 확산

・ UNGC원칙을 비롯하여 사회책임경영요소를 반영한 구매

・ 협력사 상생프로그램 시행(공정한 성과배분, 처우개선 등)

・ 협력사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 직무향상 교육, 중소기업 R&D 확대(26개 과제) 등 중소협력사  

자생력 강화 지원

투명성과 검증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

22.  조직의 프로파일과 운영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

23. 투명성과 공개를 위한  대외기준 반영

24. 믿을만한 제 3자를 통해 검증획득

・ 지배구조, 활동시장, 서비스 및 서비스 전 과정에서의 기업의 영향과 

활동 보고

・ 체계적인 경영공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ISO 26000, GRI 3.1에 기반 한 성과 보고

・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수행

・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체계와 성과에 대한 검증 수행

UN Global Compact 원칙

인권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2. 우리는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노동 3.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6. 우리는 고용 및 업무상 차별을 근절한다.

환경 7.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우리는 보다 많은 환경적 책임을 지는데 앞장선다.

 9.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지원한다.

반부패 10. 우리는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의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UN차원의 국제 협약인

『UN Global Compact 』에 가입하여,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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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및
단체가입 현황

수상내역

●

2012.01 웹어워드 코리아 2012. 공공기관분야 우수상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2.02 2012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12.02 제1회 날씨경영인증기관 선정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2.03
2012 국제 항공화물 어워드 (World Air Cargo Awards 2012)  

올해의 화물공항상(Airport of the year)
에어카고워크 (Air Cargo Week)

2012.03 공공부문 브랜드 스타 1위 브랜드스탁

2012.03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공기업부문) 포춘코리아

2012.04 세계 최고 공항상 스카이트랙스

2012.05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2012.05 2011 Green Airport Recognition 수상 국제공항협의회(ACI)

2012.05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ASO, Airport Service Quality)  

'세계 최고 공항'(Best Airport Worldwide) 7년 연속 수상
국제공항협의회(ACI)

2012.05 2012 대한민국 공기업 지속가능지수 – 3년 연속 1위
ERIS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

2012.08 2012년 대한민국 전략실행 BSC 컨퍼런스 - 대상 웨슬리퀘스트

2012.08 2012 Leading Edge Awards- 마케팅 혁신상 이그제큐티브 트래블 (Executive Travel)

2012.09 itSMF Award  itSMF

2012.09 2012 제3회 “행복나눔 人” 상- 자원봉사단 부문 보건복지부 

2012.10 세계루트회의 항공마케팅- 아시아지역 항공마케팅 최우수상 영국 UBM 에비에이션 

2012.10 세계 BSC전략실행대상 - Hall of Fame
팔라디움그룹(Palladium Group),  

HBP(하버드 경영대학 출판부)

2012.10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GWP 코리아

2012.10 201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SOC시설관리 부문 1위(3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2012.11 제34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지식경제부

2012.11 제7회 지속가능경영대상 - 기업인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2012.11 2012 국제 항공 컨퍼런스- CAPA 레전드 상 CAPA(카파, Centre for Asia Pacific Aviation)

2012.12
GT Tested Award  2012  

“Bewst Airport in the World(세계최고공항상 수상)”
글로벌트래블러 (Global Traveler)

2012.12 산업평화대상 인천광역시 

2012.12 2012 공기업 경영대상 - 나눔경영 대상 시사저널

2013
‘세계 최고의 공항면세점(Airport with the Best Duty Free)’ 

3년 연속 수상
비즈니스 트래블러 미주판

2013.03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SOC시설관리(6년 연속 1위)  

‘올스타(All Star)’7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13.03 013 에어카고 엑설런스 어워드 -아시아지역 우수 화물공항 에어카고월드

2013.03 제 3회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대상’- 공기업부문상 한국윤리학회, 시사저널

2013.05
제 27회 The Asian Freight & Supply Chain Award(AFSCA)  

최고 녹색물류 서비스 공항상
카고뉴스 아시아

2013.05 2013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유엔 글로벌컴팩트

2013.05 환경정보공개 대상-우수상(환경부 장관상) 환경부

2013.06 세계 항공화물 어워드 2013 - 올해의 화물 공항상 에어카고위크

2013.06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 8년 연속 수상 국제공항협의회(AIC)

단체가입 현황

●

법규준수현황     

●

가입연도 협회/단체명

1995 환경보전협회

2001 한국항공진흥협회

2001 국제공항협의회(ACI)

2002 ISO 9000/14000

2002 인천상공회의소

2003 한국생산성본부

2004 전국 경제인연합회

2005 IPS 윤경 CEO클럽

2005 미래포럼

2006 한국항행학회

2006 IPS윤경SM포럼

2006 한국능률협회(KMA)

2007 국제항공화물협회(TIACA)

2007 지속가능경영원

2007 UNGC, UNGC 한국협회

2008 한국행정학회

2008 인천경영포럼

2009 BBB운동

2011 라임글로브 혁신포럼

2011 GWP경영연구회

인천국제공항은 공항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각종 국내법과 국제법률 및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2년 환경, 노동, 공정거래, 인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련 법규위반 및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법 _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상법,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

유수면 매립법, 하천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항로표지법, 건설기준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 제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주차장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남여고용평등법, 장애

인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제협약 _ UN 글로벌 컴펙트(2007년 3월 가입), ILO노동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약 및 그 부속서

국제기준 _ ISO 9001, ISO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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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Application 
Level Check 
Statement 

독자의견 
설문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보다 나은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해 2013 사회책임경영보고서에 대해 

독자 여러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작성하

시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  고객 �  임직원 �  정부 �  지역주민 

�  사업파트너 �  NGO 및 시민단체 �  전문기관 �  기타(                                                 )

2.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공사 홈페이지 �  신문 등 언론매체 �  웹서핑 

�  공사 임직원 �  세미나/강의 �  기타(                                                 )

3.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  공사의 사회책임경영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  공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  연구 및 교육 활용의 목적으로

�  기타(                                                 )

4. 다음 중 본 보고서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Ⅰ. Company profile and strategy

�  Ⅱ. Being Global Airport Leader

�  Ⅲ. Investing in our Society   

�  IV. Creating Green Airport

�  Ⅴ.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

5. 본 보고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Ⅰ. Company profile and strategy

�  Ⅱ. Being Global Airport Leader

�  Ⅲ. Investing in our Society   

�  IV. Creating Green Airport

�  Ⅴ. Acting responsibly and reliably

6. 본 보고서는 귀하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매우 도움됨 �  도움됨 �  보통 �  도움안됨 �  전혀 도움안됨

7. 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정보의 이해도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정보의 정확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정보의 양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디자인 구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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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 (우) 400-700

Tel  032-741-2107~8      Fax  032-741-2330 본 보고서는 무염소 표백펄프(ECF)를  

사용한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잉크를 사용

하여 인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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