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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활동, 성과 등을 이
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사회적가치실현보
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하늘길을 열어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인천공항’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함께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상주기관, 항공
사, 상업/물류업체, 지역공동체가 동참한 사회적 가치 실천 협
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고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4대 전략과 연계된 주요 사업부문과 중요성 평가
를 통해 도출된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발간하는 열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환경성과의 경
우에는 공사가 매년 별도 발간하는 ‘Green Report’를 통해 더
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범위와 경계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 및 성과를 담고 있으며, 일
부 중요한 성과의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성
과는 감소나 증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2016~2018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보고 범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부문을 포함
하며, 중요 이슈별 보고경계는 79페이지에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 자회사(인천공항에너지(주), PT.Mitra Incheon Indonesia, PJSC Khabarovsk)는 보고 범위
에서 제외함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방법(Core 
Option)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반영하였
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보고기준 및 정의는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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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EO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제 1의 가치입니다. 최근 들어 빈번한 안전, 재난 사고의 발생으로 국
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은 항공기 운항, 터미널 운영, 시설
관리, 건설사업 등 다양하고 특수한 안전관리 분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
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예방시스템, 첨단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전사적 정보공유 및 즉
시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 바야흐로 초격차 공항시대로 변
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1세대 공항, 호텔, 리조트, 물류 등 배후지역을 
개발하는 2세대 공항에서 벗어나 글로벌 교역과 생산의 중심이자 항공-관광-물류-스마트 융합 경제권을 
구현하는 3세대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급성장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
록 2023년까지 여객 1억 명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4단계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한민국 대표 공
항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이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어 
추진할 것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반대로 변화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타 기관보
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다시 돌아보며 단순한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혁
신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먼저 
변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바꾸고 혁신하여 글로벌 공항전문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능력의 우열도 중요하
지만 사람들 간의 화합과 신뢰, 그리고 공존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은 30만여 명의 사
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도시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들
을 한 번 더 살피고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7만 명의 공항종사자 모
두가 인천공항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가족이 하는 일이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냅니
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항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와 인권경영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속
적으로 공사 임직원과 자회사 및 상주직원까지 포용하여 모든 공항가족이 하나되는 인천공항 청렴생태
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
에게 공사가 이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원칙에  지지를 보내며,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근원적 변화와 혁신성장, 상생협력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혁신하고,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항공산업의 새
로운 역사와 이정표가 되고자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전에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 본 환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19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모든 기업들이 그렇

듯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차례로 극복하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개척하

며 세계적인 공항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 2여객터미널을 성

공적으로 오픈하고, 6,800만 명의 여객과 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며 글로벌 5

대 공항을 달성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공항 서비스는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수준으로  끊임

없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고, 

항공과 관광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합리조트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글로벌 선도공항으로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천공항가족 

모두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세계 최고 공항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에 가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람 중심’의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

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아래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여
초격차 항공시대를 열어갑니다. ”

첫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 
미래시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변화를 주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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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Highlights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오픈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오픈, 오픈 1년 만에 

누적 여객 1,900만 명 돌파

BEST

GLOBAL
FIRST

여객 6,825만 명, 

매출액 2조 7,269억 원. 

개항 이후 최초로 운영&경영 분야 

“더블 신기록” 달성!

01_

02_ 아 · 태지역 최초 

항공분야 세계 3대 국제기구
(ACI, ICAO, IATA) 
공인 교육과정 모두 운영

01_

2018년도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달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2018년도 세계 공항 실적 보고서’에 

국제여객 6,768만 명을 기록해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달성

01_

쿠웨이트 제4터미널 운영사업 수주
사업비 1,4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해외공항 운영사업으로 

향후 5년간 제4터미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담

02_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교육과정 최다 교육생 

배출상’ 수상

1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시행한 
‘2018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의 
SOC 시설관리 부문에서 1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

02_ 03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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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C at a glance

운항 편수
387,497편

여객 수
6,825만 명

항공기 운항 무사고
372만 회

화물 운송량
295만 톤

환승객 수
802만 명

공항종사자
7만 명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

15만 시간

매출액
27,269억 원

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
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은 인천국제공
항공사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급변하는 미래사업 환경에
서도 세계 공항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기업으로 도
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기준) 

Key figures
 (2018년 12월 기준)

    기업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자본금

8조 414억 원

      임직원 수

1,423명

      주주구성

정부 100%

      본사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설립근거

인천국제공항법
(1999년 1월 26일 

제정)

   조직

6본부 
2실 34처 

120팀

      설립일자

1999년 2월 1일

     사장

구본환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 / 주변지역 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위탁사업 /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 /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비전 및 전략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정정책·법규에 기반한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CEO철학과 연계하여 핵심가치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
책이행, 경쟁강화, 미래성장’을 중심으로 중장기 경
영 전략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적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관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전

경영전략 브랜드

경영혁신 플랫폼 여객서비스 플랫폼 수요창출 플랫폼 성장인프라 플랫폼

4대 전략

공공성 강화로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기업

공항운영 
혁신으로 국민 
안전/편의 증진

허브경쟁력 
강화로 항공산업 

발전 선도

미래형 산업육성
으로 新성장 동력 

확보

지속가능 기업 스마트 운영 글로벌 허브 미래형 성장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 공항

에어 플랫폼 “Air Platform”

인천공항 네트워크
(2018년 12월 기준)

84 
개

항공사

54 
개

국가

178 
개

도시

주요 연혁
2018

~
2019

2018. 0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오픈
2018. 04
쿠웨이트공항 T4 
위탁운영사업 계약
2019. 05
입국장면세점 오픈

2013. 09
제2여객터미널 착공
2014. 12
Global Traveler 
명예의 전당 등재
2015. 06
이스탄불 신공항 
운영컨설팅 사업 수주
2017. 04
ACI ASQ평가 12년 연속 세계 1위

2006
~

2009

2006. 03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
2009. 06
탑승동 및 2단계 
건설사업 완료
2009. 02
최초 해외사업 진출

1992
~

2004

1992. 11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공식
제1여객터미널 착공
1999. 02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2001. 03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2003. 09
아시아 최초 CAT-Ⅲb 운영

2013
~

2017



10 11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2018-2019

THINKING 
AHEAD

TO THE FUTUR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다른 20년의 성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공항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타협하지 않는 윤리,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만들어온 세상입니다.

1. Thinking Ahead #1. ‘사람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2. Thinking Ahead #2. Our Contribution to the SDGs

3. Thinking Ahead #3.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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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head to the Future

‘사람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 . . . .
Thinking Ahead #1.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하늘 길을 열어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인천공항’이라는 혁신목표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핵심 4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중점목표를 향해 모든 공항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매진한 결과, 
증단기 목표 달성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늘길을 열어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의 사회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희망찬 여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INCHEON AIRPORT, SOCIAL VALUE+

명

(누적 16,073명)

신규 일자리 창출

5만 명

신규 일자리 창출

1. 좋은 일자리 창출
2.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여행자 인권 보호
4. 24시간 안전망 구축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과제

성과
(2018년 기준)

성과
(2018년 기준)

성과
(2018년 기준)

성과
(2018년 기준)

(�2022년 기준)
중점목표

(�2022년 기준)
중점목표

(�2022년 기준)
중점목표

(�2022년 기준)
중점목표

국민의 자부심
세계 항공의 중심

사람
중심

상생
발전

혁신
성장

글로벌
경쟁

창의 · 혁신 
스마트 경영

항공·물류 
글로벌 위상 강화

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100 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1. 공정여행 플랫폼
2. 스마트 공항 구현
3. 국민 참여 소통 강화
4. 건전한 조직 문화

글로벌 TOP

글로벌 항공·물류 중심

글로벌 TOP 5도약

국제여객 기준

1.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2. 글로벌 항공 인력 육성
3. 해외 노하우 수출
4. 동북아 항공·물류 중심

도입기
~20191 성숙기

2020~20222 확산기
2023~20303

일자리 창출 3만 명 (2020년) 5만 명 (2022년) 15만 명 (2030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25개 100개 200개

글로벌 공항 TOP 6 진입 TOP 5 진입 TOP 3 진입

2,700 억 원 8,600 억 원 글로벌 사회적 가치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가치 
실현 로드맵

8,600억 원

억 원

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가치 투자

1. 지역사회 상생 발전
2. 친환경 그린 에어포트
3. 지역 경제 활성화
4. 중소기업 동반 성장

‘공항과 사람을 잇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좋은 일자리 1번지

지역 및 사회와 함께 발전

‘공항과 
 세계를 잇다’

‘공항과 
 지역을 잇다’

‘공항과 
 여행을 잇다’

비전

비전 목표

하늘길을 열어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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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head to the Future

‘사람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 . . . .
Thinking Ahead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자리 플랫폼’
최근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경영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좋은 일자리 1번지’를 가치로 내걸고,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을 높이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취업포털, 취업지원센
터, 취업박람회 등 취업 지원에 있어 온·오프라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
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주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주기업 소개’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말에는 일자리 플랫폼 홍보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여 3개
월 간 취업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일자리 플랫폼 활동 및 성과

 “일하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꿈꾸는 미래이자
  앞으로 실천해 나갈 청사진입니다.

STEP

STEP

STEP

STEP

오프라인

박람회

교육훈련신규 5만여 

일자리창출 

선순환

온라인

취업지원센터

˙총 1,132명 방문
   이용률 상승 지속

인재개발원 활용 직무교육
˙�항공 직무 교육의 허브로서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 개방
˙��공항 운영·서비스 분야 공통 과정 

및 직무별 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

온라인 전용채용관

˙일자리 매칭 1,691여명

˙조회수 23만 회

˙방문자 12만 명

˙�취업포털 기업만족도 95% 이상 만족

취업박람회

˙참가업체 52개

˙연 1회 개최

˙방문인원 9,000명

˙설문결과 79% 이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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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head to the Future

. . . . .
Thinking Ahead #2.

OUR 
CONTRIBUTION 
TO THE SDGs

2015년 9월 UN 193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 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좋은 세
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 지
지하며, 지속가능발전의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미래 비즈
니스 기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건강과 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를 증진한다.

4. 양질의 교육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모든 사람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보장한다.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복원력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
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OUR 
FOCUS SDGs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만여 명의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의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힐링톡(HealingTal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전문 상담사를 통해 1:1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상담자가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진행되며,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등의 고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
다. 더불어 공예, 명상, 요가, 스포츠마사지, 심리검사 등 점심시간을 활용한 힐링 클래스를 개
설해 상주직원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힐링톡(HealingTalk) 프로그램 시행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2018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 
12명의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말 타슈켄트공항 운영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직
접 한국 의료진이 방문하여 수술이 시급한 환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어린이 12명과 보호자는 공사 초청으로 국내 심장병 전
문병원에서 3주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사는 모든 
어린이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국할 때
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무대에서 공항운영 노하우 전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
탕으로 2008년부터 해외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행장 검사과정, 공항 CS관리과정, 공
항온실가스 관리과정 등 다양한 국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해외 교육생은 2018년 기준 140여 개 국 6,569여 명(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발도상국의 항공인력에 대한 무상교육도 시행하고 있으
며 2018년까지 80개국 개발도상국가에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1,03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
였습니다. 

해외 항공교육 국가 수(국)

140

무상 항공교육 국가 수(국)

80



18 19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2018-2019

Thinking Ahead to the Future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

ISO 50001
녹색건축인증 획득

최우수 등급 (그린 1등급)

"같이 가요, 인천공항 가치(Value) 여행"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 가치(Value) 여행” 프
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예비) 창업가 40여명을 선발하여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가진 후 각 조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네팔 카트만두로 해외연수를 다녀왔
습니다. 특히, 해외연수의 전 과정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에게 경
제적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활동을 하는 ‘공정여행’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회적 기업
은 네팔 현지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로를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오픈을 통
해 여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
는 공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하늘길 경쟁과 각국의 
동북아 허브공항 기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대응하여 인
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의 시설을 확장하는 4
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
처리 능력은 연간 1억 명까지 확충됩니다. 인천국제공
항공사의 세계 3대 초대형 공항, 미래공항으로의 질주
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창업가 및 취업예정자 참여(명)

37
네팔 사회적경제 네트워킹(곳)

21

수소차 단계적 도입계획

업무용 차량(대)

100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제공하는 공항탄소인증제도(ACA)의 탄소배출 
저감 및 운영 가이드를 따르고 있으며, 공항자체시설을 포함해 공항지역에서 배출하는 모든 
탄소에 대한 배출저감항목을 관리하는 ACA Level 3(Optimisation) 인증을 2014년에 국내 
최초로 취득, 2018년에는 Level 3 인증항목에 대한 관리로 갱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친환경·저공해차량 도입, 다양한 탄소상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인
정받아 2017년 친환경 인증인 ‘글로벌 탄소경영인증(CTS)’를 취득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유
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 업무용 차량(버스·승용)을 수소차 및 전기차로 도입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도입과 인프라 확
충에 적극 나서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버스(대)                       

18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형’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
히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공항운영의 패러다임
을 ‘에너지 소비형’에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해가
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오픈한 제2여객터미널은 인
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이 집약된 곳입니
다. 국내 공항 최초로 제2여객터미널 지붕 위에는 태양
광 전지(PV)를, 제2교통센터 지붕에는 건물일체형 태양
광(BIPV)을 설치하였습니다. 

공항 주변 유휴지에는 대단위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하였으며, 실내에는 지열발전설비, 고효율 LED 조명, 
자연채광 유입 천장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
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여객터미널은 제1여객터미
널 대비 40%가량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했으며, 친환경
건물로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
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운영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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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중요성 인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의 특수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기관

으로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

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규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 : 유엔 ‘보호, 존중, 구제’에 기반하여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사업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 ‘인권존중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인천공항’을 인권경영 비전으로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공고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와 부서별 인권
경영담당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2018년 11월 인권경영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CEO 및 임직원 모두 인권헌장 서약
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자가진단에 의한 인권실태기본
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총평을 받았습
니다. 추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독
립성을 확보한 인권침해 구체 절차를 마련하고 밖으로는 ‘세계시민
의 인천공항 선포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배경의 이해관계자를 존중
하는 공사의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사는 인권경영 활동
에 근본이 되는 조직적,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전 인권존중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인천공항

슬로건 인권보호의 시작, 인천공항 Human Rights at Incheon Airport

중장기 
추진방향

도입기(~2019)
인권경영 국내표준 정착

성숙기(2020~2022)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확산기(2023~2030)
인권존중 책임 확산

. . . . .
Thinking Ahead #3.

인권경영

내부 임직원 인권의식 강화 활동

공사는 전사적 차원의 인권경영 실행 및 확산을 위하여 전 직원이 인권경영에 
대한 서약을 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온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부터 시작하는 인권의식 강화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
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충상담센터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신고센터 및 성희롱･성폭
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심리상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신입직원 블
라인드 채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권 교육 현황

교육구분 이수인원 총 교육시간

인권 전문가 교육 16명 16시간

4대 폭력 예방교육  2,047명 12,119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1,263명  10,104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5,878명 18,650시간

대외 인권경영 확산으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휠체어�대여�및�이동지원서비스�이용자

3,484명
(’17년�대비�20%↑)

유모차�대여�서비스�이용자

4,402명
(’17년�대비�27%↑)

구 분 인권보호 및 확산 활동

· 인천공항 힐링톡(Healing Talk) 운영
·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휴게권 보장공항 종사자

· (교통약자) 전동차 픽업, 전동휠체어 대여 서비스 시행
· (청각장애인) 터미널내 히어링루프 설치, 문자 안내 방송 시스템
· (유아동반 고객) 유모차 자율대여소 설치, 유아놀이시설·휴게실 추가 설치
· (입국불허자) 대기실 내 생필품 사용 허용
· (다문화 세계시민) 20개 언어 통역 서비스, 종교실·기도실 운영 

공항 이용자

· 인권헌장 대내외 공표 및 홍보
· 협력사 성과공유제도(SPA) 평가항목에 인권기준 포함협력사 자회사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결과 분석하여 소음 일정수준 유지 
· 주거 밀집지역 야간운항 항공기 운항횟수 감소 지역 사회

인권영향평가 실시
공사는 2018년 12월 자체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권영향평가 전체 문항(135개) 중 긍정적 답변이 93.3%(126개)를 차지하
여 전반적으로 인권부정영향 요소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가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외부 기관의 전문 자문을 통해 2차 분석 및 제언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사는 UNGPs의 규범적 근거인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슈를 다룰 수 있는 조직 역량과 제도적 기반
을 갖추고 있음

˙�공사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개선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총평

소음발생�항공기�감소

228대
(’17년 대비 �3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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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공항, 최첨단 공항,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를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미래공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리딩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1. 안전한 공항

2. 편리한 공항

3. 성장하는 공항

4. 미래지향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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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안전

안전한�하늘�길�확보

A-CDM�운영�고도화를�통한�공항�혼잡도�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2017년�국내�최초로�‘공항�협
력적�의사결정시스템(A-CDM)*’을�도입하였습니
다.�2018년에는�혼잡상황에�대한�협업기관과의�공
동�대응�능력�강화와�항공기�출발�시간�및�순서에�
대한�사전�관리의�필요성이�요구�되어�A-CDM�운영
에�참여하는�항공사를�확대하고,�항공사�목표출발
준비시간(TOBT)**에�기반�한�이륙허가�시행,�항공
우주연구원과의�사전출발관리기술�개발�공동연구,�
비정상�상황�대응반(A-CDM�Cell)�운영�등을�통해�
A-CDM�운영의�고도화를�추진하였습니다.�

그�결과�항공교통량�연�7.5%�증가,�일평균�1,062편�
운항에도�불구하고,�공항�혼잡�완화를�통해�항공교
통�무사고�달성이라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 협업기관 

간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 공유 체계
** �TOBT(Target Off Block Time) : 항공사가 공유하는 목표 주기장 

출발준비 시간

지연운항감소율

0.8%p�감소
('17년 7.2%→'18년 6.4%)

지상이동시간�

6%�단축
('17년 13'49''→'18년 12'56'')

취항�항공사(89개)

100%�
A-CDM�참여

Engine�On�제방빙*�국내�최초�시행

동절기�항공기�지연�및�운항�안전성�저하를�미연에�
방지하고자�해외�제방빙�전문가를�초빙하여�세미
나를�개최하고�제방빙�관련기관과�공동�연구를�시
행하였습니다.�이를�통해�국내�최초�Engine�On�제
방빙�매뉴얼을�발간하였으며,�야외�작업인원을�최
소화하여�근로�안전환경도�개선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다양한�조건하에�Engine�On�제방빙�신규�
절차�안전성�테스트와�검증을�진행하여�항공기�운
항의�안전을�강화하였습니다.
* �Engine On 제방빙 : 항공기 엔진 가동상태로 시행하는 제방빙 작업

제방빙�시간�편당�

13분�단축�기반�구축
(기존 28분 → Engine On 제방빙 시행後 15분)

활주로 제설작업

BEST PRACTICE

스마트 항행관제시스템
새로운�항행관제시스템의�완벽한�운영을�위해�2018년�4차�산업�혁신기술�및�사회적가치�실행과제�시
행,�항공통신�네트워크�시설개선�등의�내용을�포함한�무중단운영�종합로드맵을�시행하였습니다.�비행
검사�등�법정검사�100%�합격,�위기대응�훈련�강화�등�선제적으로�운영안정성을�강화하고�종합감시체계
를�구축하는�등의�노력으로�2018년�5월�8일,�개항�이래�항행관제시스템�15만�시간�무중단�공항�운영�기
록을�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복잡해진�하늘�길�만큼�안전한�항공기�운항을�위한�항행관제시스템도�스마트화가�되어야�합니
다.�인천국제공항은�착륙부터�이륙�순간까지,�빅데이터�분석,�인공지능�기술,�지능형�감시�시스템�등�스
마트�항행관제시스템을�운영하고�점차�확대해�가고�있습니다.�이로써�한층�강화된�운항�안전�기술로�혁
신적인�항행�서비스를�제공하고�글로벌�항행관제시스템�기술을�선도하는�공항�기업으로�성장하고�있습
니다.

항행관제시스템 장애 ZERO�달성
무중단 공항 운영

15만�시간

1. �빅데이터 기반 항공 
교통 분석표출 시스템

2. �항공기 출발관리
(DMAN) 시스템

3. 인공지능(딥러닝) 
상시 관제 모티터링

4. �전파보호구역 
지능형 감시시스템

지상 이동 비행중이륙 착륙

항공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으로 운항의 위험성과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국내외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체계 내실화, 안
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행관제시스템의 스마트화, 테러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보안의 영역은 사전적 예방의 개념으로 바
뀌어 가고 있으며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넘어 보안성의 수준과 기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이 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STRATEGY 

운항안전
˙선제적 운항안전체계 구축

˙지상운항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스마트 항행안전서비스 제공

공항 재난안전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복잡·다양한 재난상황 

완벽 대응

정보 보안
˙스마트 항공보안체

계 구축

EVALUATION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공항인증점검 지적 매월 수검대비 사전 자체점검
(1,035 항목)

비행장시설 기능장애 수시 항공안전 경향보고

항공기사고 수시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

재난관리평가등급 연 1회 정부(국토부, 행안부) 재난관리평가결과

항공보안사고 수시 항공보안 사고조사 보고서

스마트 항공보안시스템 구축 분기 자체시설점검 및 모니터링

MATERIAL ISSUES IN 2018

1. 공항 안전 및 보안(운항안전, 재난안전)

2. 고객정보 보호

RELEVANT UN SDGs

 NEXT PLAN 

1. 혼잡 대응력 강화 및 정시율 제고

2. 항공기 지상이동 효율화

3. 통합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4. 스마트 항공보안시스템 구축

ACHIEVEMENT 

비행장시설 기능장애

0건

항행관제시스템 장애

0건

개인정보 유출

0건

항공기 사고̇ 항공보안사고

ZERO

WHY IT’S MATERIAL TO IIAC?

안전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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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훈련

공항 
재난 안전

체계적�재난관리�대응
공항�안전관리체계�재정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내·외부�환경요인,�공항산업의�특성�및�글로벌�안전관리�추세�
등을�반영하여�공항�안전관리체계를�재정립하였습니다.�‘국민과�일하는�사람이�함
께�안전한�사람중심�인천국제공항�구현’�이라는�목표를�달성하고�안전경영체계�정
착을�위해�P-D-C-A에�기반하여�조직/부서/개인의�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

사회재난�예방을�위한�점검�및�비상훈련�시행

공항�내외에서�발생가능한�사회재난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단일지역�
최대�규모�공공시설에�맞는�화재�예방�시스템을�점검하여�화재예방체계
를�개선하고�있습니다.�사회에서�실제�발생한�사례를�분석하여�안전�리
스크를�일제�점검하고�인천국제공항에�적용할�수�있는�방지�대책을�수립
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화재,�지진,�항공기�사고�등�실제�재난상황을�감
안한�복합재난�훈련을�반복적으로�시행하여�만약의�사태에�철저히�대비
하고�있습니다.�

또한�공사는�365일�24시간�공항�내�긴급재난상황을�실시간으로�확인하
고�사고�발생�시�통합재난관리�컨트롤타워인�통합운영센터(IOC,�Inte-
grated�Airport�Operations�Center)를�중심으로�현장�상황을�빠르게�
공유하고�대응할�수�있는�스마트�대비체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빈틈없는�자연재난�관리

국가�기반시설의�안전에�대한�민감도�및�사회적�요구수준이�
강화됨에�따라�기록적�폭염,�강력태풍�및�잦은�집중호우에
도�365일�시설�안전에�완벽히�대비하고�있습니다.�2018년�
3월�기후변화�적응대책을�수립하고�분야별�자체이행점검�
및�평가관리로�기후변화�리스크를�관리하고�있습니다.�뿐
만�아니라�사전�예방을�원칙으로�한�철저한�관리를�통해�폭
염,�내진,�풍수해�등�재해로부터�안전한�공항을�운영하는데�
힘쓰고�있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기준을�확대·적용하고�주요시설물의�유지
보수를�지속적으로�강화하여�2018년�태풍�집중호우,�설해�
등으로�인해�발생한�공항시설�피해는�없었습니다.

복합재난훈련�횟수

658회
('17년 388회)

항공기�사고���

ZERO
재난관리평가(국토부)��

�A등급�달성

24hr�Follow�the�Green*�시행

관제사와�조종사�간의��불명확한�교신,�운항편�증가에�따
른�항공기�이동�및�대기시간�증가로�환경적,�경제적�비용
증가�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2018년�인천국제공항공
사는�관련기관�및�관제사와�개선방향을�사전에�공유하
고�인터페이스�사전검증�및�시스템개발에�착수하여�세
계�최초�24시간�시각적�지상운항�관제시스템을�2020년�
4월까지�도입할�계획입니다.�이는�항공기�지상이동�효율
(운항&관제)의�극대화뿐만�아니라�사회적�비용도�절감
하는�1석�2조의�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Follow�the�Green�:�항공등화시설로�항공기�이동순서에�따른�시각적�개별경

로�제공

연료소비�

18.48%�감소
(연간 약 200억 원 절감)

온실가스�배출량�

20%�감축
(187.4천tCO2eq → 149.9천tCO2eq)

위해요인�사전예방활동�강화

운항횟수�증가로�인한�안전�위해요인은�줄이고�시설관
리체계�고도화�요구가�높아졌습니다.�2018년�인천국제
공항공사는�SMS(Safety�Management�System)�운
영을�확대함으로써�예방적�안전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지상조업사�등의�관계기관으
로�구성된�SMS실무위원회에�LCC(저비용항공사)를�포
함하여�확대하였고�이해관계자별�다양한�시각에서의�위
해요인을�발굴하는�합동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인
천공항�SMS�운영의�우수성을�인정받아�‘ICAO�아태지역�
SMS�세미나’를�개최하는�등�국가�위상을�제고하고�해외�
공항과�노하우를�공유하기도�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Airside�관리체계�강화,�녹지�환경�관리체계�
개선,�협업을�통한�주행안전성�향상�등�비행장시설�관리
체계를�고도화하고�시설을�개선하여�항공기�기상이동의�
안전성을�강화한�결과�조류�충돌로�인한�운항�장애�0건�
등�비행장시설�기능장애발생�ZERO를�달성하였습니다.

BEST PRACTICE

항공분야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외 
인증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2018년�항공분야�최
초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국내외�표준인�
KOSHA�18001과�OHSAS�18001�인증을�동시
에�취득하였습니다.�이번�국제표준�인증을�통
해�인천국제공항의�근로환경과�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세계적�수준임을�입증하게�되었습니
다.�앞으로�인천국제공항공사는�안전한�근로
환경을�만들기�위해�더욱�힘쓰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안전경영체계

재난
유형

사회재난
항공기 사고, 화재, 

감염병 등

자연재난
태풍, 폭염, 지진, 

한파 등

근로자 안전
산업안전·보건

안전
거버넌스

화재안전전문가 
협의체

˙공항운영 SMS 협의회
˙ 공항검역 유관기관 

협의체

재난관리전문가 
협의체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계획협의회

˙ 정부·산학 협력 안전
체험장

산업안전전문가 
협의회

˙ 정부·공사 주관 공항
안전협의

˙ 공사·협력사 간 안전
근로협의체

성과
목표 현장 중심의 무결점 안전 공항 구축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재난대응
4단계

˙ KOSHA/OHSAS18001 
인증획득

˙ 안전보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 자원의 시스템化(17종)를 
통한 유사시 대응역량 강화

˙ 역대 최대 항공기사고 훈련
   19개 기관, 400여명 참여

˙ 경영진 중심으로 전사적 
위기관리체계 가동･대응

˙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훈련(658회)

˙ 외부전문가 특별 안전
점검

˙ 산업재해 분석
˙ 외부 모범기관 벤치마킹

˙ 역대 최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연장·237건 개선)
˙ 계절별·항공교통 점검확대
   ('17년 70건→'18년 92건)

국민과 일하는 사람이 함께 안전한 사람중심 인천국제공항 구현

예방

대비

대응

요구
화재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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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

인천국제공항 폭발물처리반

공항보안�대응체계�고도화
무결점의�테러대응역량�확보

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도구를�이용한�로우�테크
(Low-tech)�테러의�증가와�함께�드론�등�新기술을�활
용한�신종테러�발생�비율이�높아지고�있습니다.�인친
국제공항공사는�이러한�테러양상�변화와�신종�테러에�
대비한�테러대응체계를�구축하고�내실화를�다지고�있
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의�경우�폭발물처리반�및�대테러상황실
을�별도로�운영하여�신속한�대응이�가능하며,�폭발물
처리요원을�추가로�채용하여�출동의�안정성을�확보하
였으며�2019년�상반기에�국내공항�최초로�드론�탐지�
레이더를�도입할�계획입니다.�테러유형별�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발굴하고�이에�대한�비상대응체계를�구축
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2018년�폭발물처리반�무사고�출
동�3만회�기록(2001년�개항후부터�누적기록)을�달성
하였으며,�개항이후�항공보안사고�ZERO를�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항공보안체계�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항안전을�위협하는�모든�요
소를�사전에�차단하기�위해�최첨단�공항보안시스템
을�구축·운영하고�있으며�갈수록�다변화�및�지능화
하는�테러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보안검색�절
차�및�장비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습니다.�

2018년�국내최초�Auto�Tray�Return�System�및�
원형검색장비를�도입하였고�위탁수하물은�100%�
EDS(폭발물탐지장비)�검색을�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보안�사각지역�최소화�및�관제효율성�제
고를�위해�CCTV를�첨단�고화질�영상�감시기반으로�
전면�전환하고�지속적으로�확대�설치하고�있습니다.�

아울러�2019년에는�인공지능(AI)에�기반�한�X-Ray�
보안검색이�시범�도입될�예정입니다.�시스템�구축으
로�“인공지능(AI)�기반�X-Ray�영상�자동판독시스템”
이�도입되면,�보안검색�업무의�정확성과�용이성이�향
상되어�탐지�누락�물품의�제로화로�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여객들에게�보다�안전하고�편리한�출국환
경을�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폭발물처리반�무사고�출동�

3만�회
항공보안사고������

ZERO

BEST PRACTICE

보안검색 절차 개선을 통한 입국불허자 인권 보호
기존에는�제1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간�입국불허자에�대한�보안검색�절차가�
상이하였으며,�위탁수하물을�휴대하고�있다가�검색�시�적발되어��반입�금지로�인한�
민원�및�불편을�호소하는�사례가�빈번하였습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2018
년�10월부터�터미널�간�검색절차를�동일하게�시행하였습니다.�

또한�입국불허자�검색�절차�개선을�통해�보안을�확보하고�휴대�검색시�적발되는�생
필품을�반환하여�대기실�내�사용이�가능하도록�하여�고객의�심리적�안정감을�높일�
수�있어�‘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었습니다.�

정보 보안 정보보안�관리체계�고도화
정보통신기술�환경의�변화와�고도화된�사이버테러,�개인정보�유출�등의�사고가�빈번이�발생함에�따라�한층�
강화된�정보보안체계�구축을�위해�전략�및�실행과제를�수립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_전�단계�관리체계�및�안전
조치�강화

개인정보�관리체계를�고도화�하고자�개인정보처
리�전문�업체를�선정하고,�전�직원/중간관리자/개
인정보보호담당자�등�대상�별�교육을�확대�시행(6
회,�1,831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관리�전담인력
을�증원하고,�수집-관리-제공-파기까지�단계별�안
전조치를�강화함과�동시에�기간이�경과되거나�필
수적으로�파기해야�하는�정보의�경우,�파기�사실
(약�7,600만�건)을�홈페이지에�공지하여�개인정보�
관리에�신뢰도를�향상시키고�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위한�관리�및�안전조치�강화로�2018년에�
개인정보�유출�사고는�0건입니다.�

관리체계�확립_보안정책�강화･적용

정보보안�관리체계�고도화를�위해�2018년에는�전
사적으로�정보보안�정책을�강화하였습니다.�정보
보안�정책을�반영하여�사규�및�매뉴얼을�개정하였
으며,�성과평가�및�정보보안�포상관련�지표를�강
화하였습니다.�또한�보안관제�전문가�양성을�위한�
통합관제�시행,�CISA*,�포렌식�등의�전문교육�실시�
등�정보보안�분야의�전문성도�확대하였습니다.�

자회사�및�협력사와�논리적�망분리를�통해�업무환
경�상�보안을�강화하였고,�전�직원을�대상으로�정
보보안과�관련된�교육,�캠페인�실시,�웹툰�게시�등�
인식도�제고�활동도�활발히�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국정원에서�실시하는�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에서�우수한�성과를�달성하였으며,�국토부에서�
주관하는�2018년�정기보안감사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국토부�장관�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CISA(Certified�Information�Systems�Auditor)�:�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점검･평가할�수�있는�국제자격

정보보안 관리체계

전략 및
실행과제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보안정책 全분야 강화
˙ 공사/용역 정보보안 수준

향상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
˙관제체계 및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배양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全단계 관리강화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18년 
목표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위협 대응 능력 강화

모니터링 ˙ 정기, 수시(불시, 이행) 점검
˙ 공사/용역 인식제고 활동

˙ 24H 사이버보안관제
˙ 사이버위협 대응훈련 시행

˙ 개인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 보유현황 전수점검BEST PRACTICE

사이버위협 원천 배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사이버�공격시도
를�조기에�탐지하여�침해시도�및�바이
러스를�빠르게�차단하는�대응력을�향
상시키고,�이메일�APT*대응�솔루션�도
입,�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및�패스
워드�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등�선도
적인�보안관제�시스템을�갖추고�있습
니다.��

뿐만�아니라�시스템�취약점�진단�전담
팀을�구성하여�현장점검을�강화하고,�
사이버�위협�대응�훈련을�계획대비�1.9
배�확대·시행하였고�불시에�해킹메일�
대응훈련도�진행하였습니다.�2018년�
사이버�침해위협�시도를�100%�차단하
였으며,�사이버�침해�사고는�한�건도�발
생하지�않았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ZERO
취약점

100%�조치

국토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6년�연속�
‘우수’�등급�달성
국토부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3년�연속�
‘우수’�등급�달성

*�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 조직
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정한 뒤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지능적 해킹 방식

정보보안 교육

CCTV�전환(누계)

3,173대
('18년 2,221대→'19년 3,173대)

CCTV�증설(누계)

1,251대
('18년 587대→'19년 1,251대)



30 31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2018-2019

Strategic Focus Areas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출입국 소요시간 분기 첨두시 출입국 소요시간 조사

셀프체크인 이용률 매월 셀프체크인 이용실적 모니터링

ASQ 글로벌 지수 분기 ASQ 설문결과 모니터링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분기 ASQ 설문결과 및 고객만족도 조사

상업시설 고객만족도 반기 외부전문기관 상업시설 만족도 조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상업환경 조성 노력 분기 사회적 가치 창출형 매장 매출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자동출국심사

빠르고�편리한�출입국�서비스

출입국�서비스�혁신

인천국제공항공사는�제2여객터미널�오픈�및�항공사�재배치�등으로�공항�내�혼잡과�불편을�최소화하고�
수속시설�및�서비스를�재정비하여�보다�빠르고�편리한�인천국제공항�출입국�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
다.�무엇보다도�소요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기�위하여�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한�무인자동화�서비
스를�대폭�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셀프서비스존을�꼽을�수�있습니다.�이곳은�줄설�필요�없이�여객�스스로�셀프체크인,�셀프백
드랍,�셀프태깅까지�빠르게�처리하여�탑승수속�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또한�무인�심사대를�확충하
고�집중�배치하여�긴�대기라인에�서지�않을�수�있게�되었습니다.�2018년에는�실시간으로�혼잡도를�표출
하여�출입국�서비스�개선을�위해�노력하셨습니다.�

4차�산업기술을�공항운영�노하우와�접목하여�공항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실시간�데이터를�기반으로�
한�미래공항�운영기법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운항편�지연현황�및�승객�기내대기현황�등을�실시
간으로�모니터링하여�정시성�및�여객편의를�개선하였고,�출국장�대기�혼잡도�전광판�안내,�지능형�CCTV�
교체�등�IoT에�기반한�공항운영으로�대기현황�관리�및�스마트보안이�강화되었습니다.�아울러�빅데이터를�
분석하여�공항�자원의�예측값�및�실적을�통합적으로�보여주는�공항운영�대시보드를�구축함으로써�데이
터에�기반�한�예측과�운영�지원이�가능해졌습니다.

셀프체크인�이용률�

4.2%p↑
('17년 23.0% →'18년 27.2%)

셀프백드랍�이용률�

2.6%p↑
('17년 2.7% →'18년 5.3%)

33분 25초 28분 13초

2017 2018

5분�12초↓
체크인

41분 34분�31초

2017 2018

6분�29초↓
출국시간

27분�44초 25분�43초

2017 2018

2분�1초↓
입국시간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와 제2여객터미널 오픈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른 신
개념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고객니즈를 반영한 최고의 상업서비스 제공
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VALUATION

MATERIAL ISSUES IN 2018

1. 편리한 공항을 위한 서비스 혁신
    (스마트 공항, 고객만족 제고 등)

RELEVANT UN SDGs

 NEXT PLAN 

1. 제1여객터미널 출·입국장 리뉴얼
2. 스마트수속 간소화 및 다변화
3. 쉽고 편리한 공항운영 지원
4. �모든 국민의 권익이 존중받는 최적의 

공항시설/서비스 제공
5. 옴니채널형 상업서비스 확대

WHY IT’S MATERIAL TO IIAC?

편리한 공항

ACHIEVEMENT 

출입국 소요시간

출국 34분 / 
입국 25분

셀프체크인 이용률

27.2%

상업시설 고객만족도

89.5점

수하물 처리 종합 정밀도

99.9997%
(제2여객터미널)

STRATEGY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출입국절차 간소화로 
터미널 운영효율 제고
˙접근교통 강화 및 
주차 서비스 제고

차별화된 공항서비스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공항 구현
˙국민 중심 공항서비스 

경쟁력 제고

세계 최고 상업서비스
˙세계 최고 상업서비스 제공

˙상생·성장의 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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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주차서비스�혁신적�개선

고객�맞춤형�교통서비스�도입을�통한�교통�환경변화에�대응하고�대중
교통�운영체계�및�시스템�고도화를�통하여�스마트한�교통서비스를�제
공하고�있습니다.�급증하는�주차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스
마트한�주차요금�결제방식(하이패스�자동결제,�카카오App�사전정산,�
e-하나로자동요금감면�서비스)을�도입함으로써�주차장�이용의�신속
성�및�편의성�끌어올렸으며,�인천공항�버스�이용객들의�편의를�향상시
키고자�지자체�및�유관부서와�유기적으로�협업하여�버스안내시스템
을�일원화함으로써�실시간�버스위치�및�최신�운행정보를�제공하는�등�
고객�중심의�교통서비스�구현에�집중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주차
대행�스마트�CCTV와�주차대행전용App을�도입하여�고품질의�주차대
행서비스를�통해�이용편의와�고객만족을�제고하고�있습니다.

차별화된 공항 서비스

고객중심�서비스

빈틈없는�접점서비스�구현

높아진�서비스�요구수준에�대비하여�최상의�고객만족을�위해�고
객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세심한�현장개선으로�고객이�체감하
는�서비스�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고객위
원회�활동인원을�확대(15→42명)하고,�VOC�접수절차를�간소화
(제안건수�50%↑)하는�등�고객의�제안�및�불만을�적극�청취하는�
접점�서비스�강화에�집중하였습니다.�서비스�시공간의�공백을�메
우는�24시간�무료서비스를�확대하고�차별화된�부가서비스를�제
공함으로써�고객만족�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한마음�공항생태계�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항�한울타리�내�모든�종사자를�위한�근무여건�개선
으로�사람중심의�7만여�공항가족과�상생하는�공항생태계를�만들어가고자�
합니다.�우선적으로�입주고객의�성공적인�공항입점을�지원하는�입주케어서
비스를�강화하였습니다.�찾아가는�입주지원서비스(총�17회�72개�업체�방문)
를�통해�선제적으로�문제를�해결하려�했으며,�서비스�공백을�차단하고자�24
시간�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입주자서비스�프로세스�표준화�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는�등�입주자의�업
무효율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제2여객터미널�직원�휴
게시설�개선,�상주직원�상담복지서비스(EAP)�신설,�공항종사자간�소통워크
숍�및�힐링�프로그램�운영�등�공항직원의�건강과�자긍심까지�배려하는�근로
복지환경을�조성하고자�힘쓰고�있습니다.�

ASQ�전반적�만족도�

4.998점
(5점�만점)

입주고객�서비스�만족도�

94.7점
(’17년�대비�3.8점�↑)

수하물�배송�서비스

출･입국�여객이�무거운�수하물을�들고�공항과�숙소를�이동하여야�하
는�불편을�경감하고자�터미널내�택배사업을�활용한�수하물�당일�배송
(공항↔숙소)�서비스를�추진하였습니다.�이는�민(택배사/배송사)�-�관
(인천시/계양구)�-�공(공항공사)의�상생협력�서비스�모델로�인천지역의�
新중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출･입
국�여객의�수하물�운송�부담�완화로�여객�편의를�제공하고�지역사회�내�
실질적�일자리를�창출하는�수하물�배송�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서비스 혁신

수하물 직접운송

수하물 호텔 배송

공항

공항

숙소

숙소

관광

Case�Study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확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등�교통약자�여객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교통약자에�대한�편
의제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이용자�중심의�맞춤형�개선과제�
수립�및�찾아가는�안내서비스�제공을�통해�교통약자의�이동권�및�행복추구권�보장에�앞장서고�
있습니다.�

출국동선�전역에�전동차�Pick-Up�서비스를�신규로�도입하고,�대기공간�내�교통약자�배려석을�
52%�증설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청각약자를�위한�수화안내용�영상전화기�및�히어링루프를�
비치하고�안내방송�시각안내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영유아�동반여객을�위해�유모차�자율
대여소(5개소→9개소)증설�및�유모차�수량�확충,�어린이놀이시설을�전면�개선하였습니다.�인
천국제공항공사는�앞으로도�교통약자를�배려하는�환경을�조성하여�더불어�행복한�공항을�만
들어�나갈�것입니다.

대상 추진방향 추진과제

보행약자 불편을 최소화한 Barrier Free 
공항 조성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청각약자 ˙�셀프체크인 이용실적 모니터링

영유아 
동반여객

편리하고 즐거운
가족친화적 공항 구현

˙�유모차 대여 편의 제고
˙�어린이놀이시설 리노베이션

전동차 Pick-Up 서비스 유모차 자율대여소

교통서비스�고도화

교통편의�및�이용편의�향상

주차요금�감면�대상을�확대하고�감면절차를�자동화하여�출차시간을�
단축할�수�있게�되었습니다.�2018년에는�광명역에�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지방여객들이�탑승수속�절차(발권,�수하물�위탁,�출국심사)
를�미리�마치고�리무진버스를�통해�공항으로�짐없이�가볍게�이동할�
수�있게�해주는�도심공항터미널�운영을�시작하여�지방여객의�접근시
간이�단축[경부(48분),�호남(68분)]되었습니다.�아울러�심야�이용객
의�증가로�심야버스�운행편수(8회)를�늘리고�배차간격을�단축(30분
→20분)하여�심야시간대�지방여객�등�이용객의�접근성을�제고하였습
니다.�대중교통서비스의�공공성을�강화하고�지속적인�인프라�구축으
로�사회적�가치를�실현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TOP�스마트�공항�구현
미래로�가는�관문,�
인천국제공항의��빛나는�가치

인천국제공항은�미래를�여는�공항으로�한발�앞서�아시
아를�넘어�세계�최고의�스마트�공항으로�성장하기�위
해�끊임없는�도전과�혁신을�거듭하고�있습니다.�2018
년에는�2021년까지�시행할�스마트�공항�로드맵과�‘스
마트�100대�과제’를�수립해�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IoT)�등�4차�산업혁명�기술을�시행�중에�있습니다.�1단
계�혁신부터�4단계�모델까지�편리함과�효율성을�모두�
추구하는�미래�가치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스마트�서비스_지능형�체감�서비스�

인천국제공항에는� 공항을� 방문하는� 여객에게� 사랑
을�받는�공항의�‘마스코트’�2세대�안내�로봇,�에어스타
(AIRSTAR)가�출국장,�면세�지역,�입국장의�수하물�수
취�지역�등�여객을�위한�안내가�필요한�곳�위주로�제1
여객터미널에�8대,�제2여객터미널에�6대가�상시�운영�
중에�있습니다.�

여객이�공항�이용,�교통/주차,�출입국�절차�등을�보다�
쉽게�이용하고,�모바일,�자율주행,�실내�위치파악�기술�
등을�활용하여�여객의�불안�및�불편�요소를�해소하고
자�통합�안내�서비스와�스마트�체험�서비스를�확대하
고�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관광

기존

변화

ASQ�육상교통�만족도

98.4�%
(전년대비 0.2%P↑)

ASQ�주차부문�만족도

96.2%
(전년대비 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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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형�상업서비스

입국장�면세점�오픈

인천국제공항공사의�7번째�도전�끝에�입국장�면세점�설치
를�위한�관세법�개정안이�2018년�12월�제364회�16차�국
회�본회의에서�통과하였고,�2019년�5월�입국장면세점이�
오픈하였습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입국장면세점의�대
상을�중소･중견기업으로�한정하고�최저임대료�조건을�삭
제,�임대수익을�공익목적으로�사회에�환원하는�등�사회적�
가치�창출을�위한�운영모델을�개발·추진하였습니다.�

입국장면세점�오픈으로�여객들은�여행�중�휴대불편,�기내�
반입제한�불편을�해소할�수�있으며,�직간접적으로�580여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아울러�
외화획득�등�생산유발효과가�1,518억�원�발생할�것으로�
추정되어�국민편익�및�사회적･경제적�가치창출�효과를�얻
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성공적인�사회적�가치�창출
형�입국장면세점�도입으로�여객의�불편을�해소하고�국내�
경제�활성화에�기여하여�국민�모두의�행복이�증진될�수�있
도록�더욱�힘쓰겠습니다.

최적의�상업�환경�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국민편의를�극대화한�최적의�상업�
환경을�조성하기�위해�고객�중심의�서비스�전략을�수립
하였습니다.�‘Customer�Value�UP,�Cost�DOWN,�Con-
venience�UP,�Communication�UP’이라는�4대�전략�
방향�아래�세계최고의�편리한�상업�서비스를�제공하고
자�합니다.

인큐베이터형�상업모델�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수행하고자�성공적인�공유가치�창출�
상업모델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의�우수한�인프라에�
대해�진입장벽을�완화하여�사회적�약자에게�기회를�확대하고�이들의�성장을�지원하는�
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고용창출을�위한�식음매장�개발,�소상공인�판로개
척을�위한�플리마켓�도입�그리고�스타트업�기회확대를�위한�팝업매장�개선�등의�인큐베
이터형�상업모델을�개발하여�취약계층의�육성을�적극�돕고�있습니다.�

전략 추진방향 추진과제 추진실적

Customer 
Value UP

新수요 대응
문화콘텐츠 결합형 사업권 개발 ˙�온실 등 엔터테인먼트 결합형 식음매장 도입(6개소)

서비스세분화 ˙�캡슐호텔, 포켓Wifi, 헬스&뷰티 등 사업권 확대(7개소)

잠재수요 발굴
식음선택권 강화 ˙�채식·할랄 등 문화다양성 반영 식음메뉴 15개 확대(25개 매장 49개 메뉴 운영)

특화상품 ˙�공항 특화 선물용 베이커리(SweetAir) 출시

Cost DOWN

가격관리 강화
가격정책 제도화

˙�(면세) ‘카테고리별 TOP30 집중 가격관리제’시행
˙�(식음) 10대 선호메뉴‘목표가격 관리제’시행
˙�(의약) 다소비 의약품 50개‘지역 평균가격제’시행

모니터링 강화 ˙�(면세) 창이공항 등 타공항 대비 가격조사 시행(반기)
˙�(식음) 7,452개 메뉴 전수조사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공항가격이 더 비싼 28개 품목 가격인하

가격범위 확대 중저가 메뉴 확대 ˙(식음) 1만 원 이하 중저가 메뉴 비중 72% 구성

Convenience UP

이용편의 증진
여객동선 중심 상권배치

˙베스트셀링 브랜드 단독매장 구성, 중앙배치
˙심야항공편 게이트 인근 24시간매장 배치
˙면세점 안내데스크 통합 배치(제2여객터미널)

IT 활용 프로세스 개선 ˙키오스크·태블릿형 셀프주문시스템 도입
˙면세품인도장 고객 사전인지 시스템 도입

정보 확대 접근성 향상 ˙정보제공 채널 확대(12개 운영) 및 제공정보 종류 확대

Communication�UP

국민참여 
채널확대

고객의견 수렴 확대 ˙QR코드 만족도조사 개발, 식음 전 매장(149개소) 적용
˙상업시설 실시간 고객만족도 측정, VOC 등 지속 시행

전문가 평가 체계화 ˙식음전문가 암행평가 및 CS컨설팅 시행(반기 1회)
˙위생전문업체 합동점검 및 운영개선 시행(반기 1회)

피드백 강화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 ˙계약연장 평가 시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반영

˙연간 우수사업자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소통 확대 ˙업종별 정례간담회 통한 성과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공항이용 지원 통합 안내 서비스

신규서비스 추진실적

24시간 챗봇 ˙�대화형(Q&A) 안내챗봇을 통한 공항이용정보 신속 파악
(2개 국어, 카카오톡 연계)

실내외 길찾기/
주차공간 찾기

('19.3~순차오픈)

˙�(집→공항이동) Navi 활용 탑승 터미널/주차 안내
     - 운항편명을 Navi에 입력하여 터미널 찾기
     - 공항 주차장 혼잡도 및 빈 공간 안내
˙(게이트 이동) 실내 AR길찾기 개발('19.下)

공항특화 안내
로봇 상용화

˙�혼잡한 공항에서 자율주행/음성안내 가능
˙�카운터/편의시설 안내, 에스코트, 출국장 혼잡도, 사진촬영 등 

12개 서비스 제공

출입국 절차
실시간 Push 안내

('19.3 오픈)

˙�여객 위치/일정 기반 출입국절차, 이동경로 등 나의 할 일을 
실시간 메시지 전송

    - 공항 도착 → 카운터/탑승구/게이트 정보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개발
('19.4 오픈)

˙�실종우려 교통약자에 웨어러블 밴드를 제공하여 보호자에 
실시간 위치 알림

˙�미반납 휠체어/유모차 위치 실시간 추적회수

BEST PRACTICE

BHS의 끊임없는 진화, 더욱 똑똑하고 정확한 수하물 처리
인천공항에서는�신속·정확한�수하물의�운송과�분류를�위해�고속�트레이�시스템을�
운영하고�있으며,�이�시스템에서는�단일�트레이에�2개�이상�수하물이�적재�되면�오분
류�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를�방지하기�위해�IoT센서,�머신러닝�등�스마트기술을�활
용한�수하물�이중적재�감지�시스템을�개발하여�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실시간�수하물흐름�감시�시스템(BFMS)의�자체�개발�및�설비장애�예측경고�
시스템,�서버/네트워크�감시�시스템�등�빅데이터�분석기술이�접목된�예지정비�플
랫폼을�구축하여�더욱�똑똑하고�정확한�수하물�처리를�위해�끊임없이�진화하고�있
습니다.�더불어�해외�주요공항들이�터미널�오픈시�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안
정성�문제로�어려움을�겪었던�사례와는�달리,�인천공항은�1·2단계�공항건설�및�운
영�노하우와�첨단�기술의�융합으로�제2여객터미널�오픈�첫해,�수하물처리�정밀도�
99.9997%�이라는�완벽한�운영성과를�이루었습니다.

2018년 수하물처리 정밀도

99.9997%�

이중적재 감지 시스템 프로세스

Depth Camera, IoT 센서

수하물, Tray 진행방향 ➡

정상분류
수동 처리지역

세계 최고 상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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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Focus Areas

여객 증대

하계�피크시간�슬롯�가용률

+4.5%p
'17년�88.8%�→�'18년�93.3%

항공�네트워크�확충

운수권(Traffic�Right)�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국민편의�제고�및�국가�항공
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수요와�환경변화를�분석
하여�항공사�등�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
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항공회담을�개최하
였습니다.�2018년에는�항공협정�및�MOU를�통해�
운수권�및�노선을�확대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의�
네트워크�확충에�기여하였습니다.�

운수권의�주�8회�증대로�항공수요�약�19만�명�규
모의�시장이�마련되어�항공사들이�취항할�수�있는�
기반이�되었으며,�특히�유럽�등�전략지역�운수권
의�확대가�신규�항공사의�취항�및�노선개설로�이어
져�여객�6.3만�명이�신규�노선을�이용,�연간으로�환
산했을�경우�17만�석의�공급�창출로�국민의�편의를�
도모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슬롯�용량�증대�및�운영�효율화

슬롯(항공기운항시각)은�시간당�항공기가�배정
될�수�있는�최대�편수를�결정하며,�공항의�네트워
크�및�운항횟수를�좌우하는�주요�요소입니다.�증
가하는�항공수요에�대해�적기에�대응할�수�있도록�
공항수용능력(Capacity)을�확대하려면�슬롯�용
량�증대와�효율적인�운영이�필수적으로�뒷받침�되
어야�합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인천국제공항�
분야별�수용능력에�대한�재조사를�실시하고�슬롯
조정업무�세부운영지침을�개정하여�피크시간대
(11~19시)�시간당�65대로�증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슬롯의�분산배분을�통해�하계�피크시
간대�슬롯�가용률이�전년보다�향상되어�93.3%를�
달성(+4.5%p)하였습니다.�

출국장

신규�노선�유치

지속적으로�증가하는�항공수요를�충족할�수�있는�노선과�공급
석을�적시에�확보하고�동북아�허브공항으로서의�입지를�공고히�
하기�위한�항공�네트워크를�확충하기�위해�신규�항공사�착륙료�
면제기간�확대,�인센티브�지원�금액�확대�등�적극적인�마케팅을�
실시하고�있습니다.�더불어�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지역에�대
해서는�주요�항공사를�대상으로�신규�취항�및�증편을�유도하기�
위해�지역별�특색을�반영한�마케팅을�진행하였습니다.�그�결과�
국제선�운항횟수가�전년대비�7.3%�증가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앞으로도�신규�노선�개설�및�노선�당�운항
을�늘리고�스케줄을�다양화하여�인천국제공항을�이용하는�국민
의�선택권과�편의를�증진시키는데�더욱�집중하겠습니다.

국제선�운항�횟수

38.1만�회�
'17년�대비�2.6�만�회�↑

신규취항  

23개

연간�공급  

3백만석�증대

아·태지역의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북아 허브공항 구축을 둘러싼 주변국과
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사드 제재 및 자연 재해 등 여객 수송에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과에 기반을 둔 공기업의 책임이 증대하
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항 간 물류허브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노선확대
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와 新성장 화물 선점을 위한 선도적 인프라 개발도 필요한 시점
입니다.

MATERIAL ISSUES IN 2018

1.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RELEVANT UN SDGs

 NEXT PLAN 

1. �여객/화물 네트워크 지속 확대로 허브경쟁력 강화

2. �시장다각화로 국제여객 성장 촉진

3. �주요 환승축 시장 점유율 증대

4. �물류프로세스 및 제도개선

5.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환경 조성

WHY IT’S MATERIAL TO IIAC?

성장하는 공항

STRATEGY 

여객증대
˙항공 네트워크 확충

˙여객 증대 촉진
˙환승 수요 유치

화물증대
˙국제선 화물량 유치 강화
˙신 성장화물 허브기반 마련
˙물류인프라 확충/프로세스 혁신

EVALUATION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국제선 여객수 주간/월간 수송/동향 분석 및 리뷰 

환승객수 주간/월간 수송/동향 분석 및 리뷰  

항공 네트워크 확충 월간 성과분석 및 경영진 회의 

국제선 물동량 주간/월간 수송/동향 분석 및 리뷰 

환적화물 주간/월간 수송/동향 분석 및 리뷰 

물류분야 중소기업 상생체계 구축 반기 추진현황 분석 및 리뷰

ACHIEVEMENT 

국제 여객

글로벌 

5위

국제선 여객수

6,768
만 명

국제선 물동량

295
만 톤

환적 화물

116
만 톤

환승객수

802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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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증대�촉진

중국시장�수요�회복

중국의�단체관광�제재에�대한�대안이�필요한�시점,�중국內�개
별여행객(FIT)이�증가하고,�온라인과�모바일�시장은�확대되
고�있는�점에�착안하여�새로운�대응�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중국의�텐센트社(위챗*�운영사)와�MOU를�체결하고,�위챗의�
인천국제공항�계정�생성을�협의하였습니다.�또한�국적사와�
협력하여�B2C�시장을�공략하고�현지�OTA(온라인여행사)를�
통해�인천국제공항�소개,�뉴스피드�발송�등�간접적인�마케팅
을�지속하였습니다.�대부분�지역�단체�관광�및�방한상품�판매�
제재에도�불구하고,�2018년�한국을�방문한�중국�여객은�전년�
대비�151만�명이�증가한�1,214만�명이었습니다.�
*��위챗�:�일일�사용자�9억�명에�달하는�中�최대�규모�SNS이자�모바일�플랫폼

시장�다각화를�통한�신규�성장동력�확보

일본�등�여행수요가�풍부한�아시아�지역의�관광시장�선점�및�
유럽·CIS와�같은�중장거리�노선의�신규�수요�유치를�위해서�
광고·프로모션,�직접�마케팅�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
습니다.�2018년에는�일본�투어리즘�엑스포�재팬에�참가하여�
여행사�및�관광업계와�상품판매�협력방안을�논의하고,�인천
국제공항�부스�방문객을�대상으로�제2여객터미널에�대해�홍
보하였습니다.�또한�네덜란드,�블라디보스톡�등�유럽�관광박
람회에�참가하여�B2C/B2B�마케팅을�통해�인천국제공항�제
2여객터미널�및�편의시설�등을�홍보하고�인천국제공항의�방
문을�유도하는�등�적극적인�마케팅을�펼쳤습니다.�이러한�노
력의�결과�일본,�유럽,�CIS�지역의�여객수가�꾸준히�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승�수요�유지

가깝고�즐겁고�편리한�환승투어�제공

인천공항�환승객이�선호하는�코스,�시간대를�고려
하여�환승투어�서비스를�전면�개편하였습니다.�시
간�제약이�큰�환승객의�특성을�고려하여�장거리�코
스를�단거리�코스�중심으로�재편하고�개별�환승객
(FIT)이�증가하는�트렌드를�반영하여�단체관광�대
신�‘개인’중심의�상품을�구성하여�즐거움을�더하였
습니다.�아울러�환승�안내데스크를�24시간�확대�운
영함으로써�새벽시간대�환승객의�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향후�인천국제공항공사는�인천관
광공사와�협력하여�지역�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
한�인천지역의�환승서비스를�더욱�확대해�나갈�계
획입니다.

환승�브랜드�구축�및�홍보�강화

‘편리함’과�‘즐거움’이라는�환승의�2대�핵심�키워
드를�중심으로�간결하고�전달력이�높은�슬로건�및�
카피를�선정하여�브랜드를�구축하여�환승�콘텐츠
의�통합적�관리와�일관된�메시지�전달이�가능하도
록�하였습니다.�또한�전세계적인�인기를�끌고�있
는�BT21*이�등장하는�환승�홍보영상을�제작하
고�인스타그램,�유투브�등�SNS/미디어�채널을�활
용하여�主소비자층인�2,30대의�잠재�수요�대상을�
타깃으로�마케팅을�진행하였습니다.�

BT21을�활용한�홍보영상의�조회수는�2,000만�회
(일반�영상�대비�약�630배)를�기록,�동�기간�중�인
천국제공항공사�SNS�팔로워�수의�16.4%�증가를�
통해�인천국제공항의�인지도�제고의�역할은�물론,�
전세계�공항�광고�중�최초로�세계�3대�광고제인�뉴욕
페스티벌에서�본상을�수상하는�쾌거를�거두었습
니다.
*��BT21:�세계적으로�인지도가�높은�K-pop그룹�방탄소년단이�직접�제

작에�참여한�글로벌�캐릭터

인천공항 x BT21 : 스마트 공항 편

인천공항 x BT21 : IT 편

환승마케팅BEST PRACTICE

역대 최고 환승객 기록 갱신, 800만 명 달성
2017년�환승객�증가세�전환�이후�마케팅�역량�집중으로�허브공항이라는�입지를�
공고화하였습니다.�2020년�베이징�新공항�개항�등에�따른�경쟁�격화에�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환승�인지도를�제고하고�환승객을�대상으로�한�서비스�체계�구
축의�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조인트벤처(JV)와�네트워크를�활용한�환승�마케팅으로�환
승�수요를�유지하고�이용자�중심으로�환승�서비스를�전면�개편하였습니다.�뿐
만�아니라��인천국제공항�환승�브랜드를�구축하고�강점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
800만�명이라는�역대�최다�환승객�기록을�달성하였습니다.�

802

환승객�실적

732716771

157

20182017201620132001

(단위: 만 명)

BEST PRACTICE

국제 여객 세계 5위 달성
2017년도에�국제여객�7위를�기록했던�인천국제공항은�최근�가파른�여
객증가세를�바탕으로�파리�샤를드골�공항,�싱가포르�창이공항�등�세계�
유수의�공항들을�제치고�개항�이래�최초로�세계�5위를�달성*�하였습니
다.�2018년도�인천국제공항의�국제여객은�2017년도�대비�10%�가량�증
가했으며,�2018년도�국제여객�기준�상위�5개�공항�중�두�자릿수�증가율
을�기록한�곳은�인천국제공항이�유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개항�이후�최초로�달성한�“국제여객�TOP�5”라는�성과
에�안주하지�않고�지속적인�인프라�확장을�통해�인천국제공항을�연간여
객�1억�명�이용이�가능한�초대형�메가�허브공항으로�발전시켜�나갈�것입
니다.�
*�출처:�ACI(Airport�Council�International)�통계자료

국제선�여객�수

5,715
6,152

6,768

2016 2017 2018

+10.0%

(단위: 만 명)

중국여객

1,214만�명
('17년 1,063만 명→'18년 1,214만 명)

환승투어�참여객

70,854명
('17년 69,681 명→'18년 70,854 명)

일본

13,429천�명
('17년 11,934천 명→'18년 13,429천 명)

유럽/CIS

5,858천�명
('17년 5,275천 명→'18년 5,858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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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증대

항공화물�물동량�증대

화물노선�확대�및�전략적�마케팅�강화

상해�푸동공항�등�경쟁공항의�비약적�성장�등�아
시아�주요�공항�간�물동량�증대에�대한�경쟁이�심
화되고�있으며,�운송품목�트렌드�변화에�따른�新
성장화물에�대한�물동량�선점이�중요해짐에�따라�
새로운�전략�방향을�도출·추진하고�있습니다.�베
트남,�중국�등�신흥제조시장�및�주요�환적�물류축�
연결성을�확대하기�위해�타깃지역별�마케팅�IR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국제�물류�컨퍼런스와�박람회�등�권위�있는�
글로벌�이벤트에�참여하고,�광고�효과를�극대화�
할�수�있는�지면�및�영상�광고�콘텐츠를�개발하는�
등�항공물류�브랜딩을�강화하였습니다.�이러한�노
력들을�기반으로�베트남,�중국�등의�화물�운송�네
트워크가�강화되었고�세계수준의�인천국제공항�
화물�인프라�및�서비스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였
습니다.

바다를�활용한�물류�혁신

인천국제공항공사는�인천항과�가까운�지리적�이점
을�활용,�한중간의�정기�페리선(인천↔산동지역)을�
활용한�복합운송(Sea&Air)을�활성화하고�중국發�
환적화물을�선점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
즉�RFS(Road�Feeder�Service)의�개념을�활용하
여�복합운송체계를�개선하는�것인데�이는�중국內�
육상수송에�활용되는�화물차량이�선박에�승선한�
채�이동(중국항�→�인천항),�도착�후�국내�육상수송
(인천항�→�인천국제공항)에도�활용되는�일괄�복합
운송체계를�의미합니다.�

이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주도로�바다를�활용한�신
개념의�물류경로를�개발하는�것으로�통관절차�간
소화에�따른�운송시간�감소,�물류비용�절감�등을�통
해�인천국제공항의�환적화물�연결성과�효율성이�
확대되는�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
여�2019년�3월�한-중�양국의�공항,�항만,�세관�등이�
참여하여�8자간�MOU를�체결하였고�2019년�내�시
범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공항 야경

BEST PRACTICE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무역거래�건별�국제배송과�같은�전통적�방식의�물동량�증대에는�한계가�있습니다.�
최근�해외�주요�전자상거래�업체들이�아시아지역에�물류기지를�확대하고�있는�점에�
주목하고�인천국제공항을�아시아지역의�물류센터(GDC)*로�활용하는�전략적�방안
을�마련하였습니다.�2018년�4월�GDC�민관합동�추진단을�발족하고�투자유치�경쟁
력을�강화하였습니다.�물류단지�2개�필지(약�26천㎡)를�GDC�전용부지로�할애하였
고�GDC�유치를�위한�전략적�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였습니다.�국경�간�전자상거래
기업�유치를�통해�운송,�하역,�화물터미널�시설�이용�등�지역물류산업�전반으로�파급
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GDC(Global�Distribution�Center):�글로벌�기업의�제품을�반입･보관하고,�품목별로�분류･재포장한�
후�해외�개인주문에�맞춰�제품을�배송하는�국제물류센터

 물동량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年�1,864억�원의�경제효과

(향후) 아시아지역 물류거점 활용

전자상거래 쇼핑몰
예) 아마존(미국)

구매자
예) 아시아 국가

물류센터(GDC*)
예) 인천공항

물류허브�경쟁력�강화

新성장화물�맞춤형�시설�개발

빠르게�성장�중인�신선･특송･환적화물�시장의�선점을�위해�맞춤형�
시설을�개발하였습니다.�먼저�아시아�최초로�여객계류장�내�신선화
물�전용처리시설(Cool�Cargo�Center)을�마련하여�환적시간을�단
축(5h→2h)함으로써�신선화물�허브�시장�선점에�나섰습니다.�특송
화물�허브�선점을�위해�글로벌�특송사�FedEx에�맞춤형�화물터미널
을�확충하였으며,�인천을�허브로�사용하는�Atlas�Air의�제2화물터
미널을�신축하여�글로벌�물류허브�도약에�한발�앞서�나가게�되었습
니다.�이러한�시설�개발을�통해�신선화물�6만�톤,�특송화물�5만�톤�등�
年�약�24만�톤의�신규물동량이�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3단계�물류단지�개발

1･2단계�물류단지는�현재�입주율이�91%에�달해�新성장화물,�GDC,�
중소기업�전용�물류단지�등�3단계�물류단지의�개발로�화물증대의�기
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2016년�3단계�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
하고�2018년에는�사업자의�자유로운�고부가가치�물류활동을�위한�3
단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FTZ)의�추가지정에�대해�협의하였습
니다.�설계�및�실시계획,�승인까지�완료된�상황으로�2019년부터�착
공에�들어가�2021년에�공사가�완료·운영하게�될�계획입니다.�3단계�
물류단지가�완공되면�年�10만�톤의�물동량�창출�및�건설사업･투자유
치를�통한�2천�명�이상의�고용효과를�거둘�것으로�예상됩니다.

중소물류기업의�성장환경�구축

자유무역지역,�중소기업�친화적�환경�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자유무역지역에�중소기업�입주�전용�부지를�마련하고�입
주환경을�개선하여�중소기업이�튼튼한�성장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고�
있습니다.�현재�자유무역지역(FTZ)�입주기업체�중�44%는�10인�미만�영세중소
기업입니다.(724개社�중�324개社)�2018년에는�노후된�화물터미널�및�편의시
설을�개선하고�입주자�간담회,�명절행사,�상생협력대회�등�입주업체와의�소통
채널을�상시적으로�운영하였습니다.�중소물류기업의�사업�참여�기회를�확대하
고�운영환경�개선으로�동반성장을�위한�환경조성에�힘쓴�결과�FTZ�입주자만족
도가�역대�최고점을�달성하였습니다.�

국제선�물동량

295만�톤

환적화물

116만�톤

국제화물�처리

세계�3위

화물터미널

공용팰릿 무상 공급에 따른
수입화물 물류프로세스

개선 전

개선 후

화물터미널 반입인도장 이동
(항공사 팰릿)

인도장 이동
(공용 팰릿)

인도장 이적작업
125분

상차

항공사 팰릿 운송사 팰릿

화물하기

1대당
처리시간 

125분 
단축

약 14억 9천만원 
물류 비용 절감

FTZ�입주자만족도

81.2점
('17년 80.8점→'18년 8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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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개발

해외사업�다각화�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략적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항 건설과 운영 노하
우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 가고 있
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쿠웨
이트, 사우디,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사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공항운영사와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보
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함에 따라 공항운영경험, 기술력 등 공
사의 강점과 중동지역 쿠웨이트 T4 위탁운영사업 수주를 기반으
로 CEO가 직접 해외사업 마케팅에 참여하여 대규모 PPP사업의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주사업의 완벽한 
수행으로 후속사업으로의 연계성을 높이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해외사업 매출액 극대화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해외사업 매출액
을 달성하였습니다.

쿠웨이트공항�T4�위탁운영사업�수주

인천국제공항공사는�그간�축적된�해외사업�수주역량·노하우로�치열한�경쟁�끝에�2018년�4월�쿠웨이트
의�관문공항인�쿠웨이트국제공항�제4터미널(T4)의�위탁운영사업자로�최종�선정되었습니다.�본�사업은�
1,400억�원�규모(12,760만�달러)로,�사업기간인�향후�5년간�안정적인�해외수익을�창출할�뿐만�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글로벌�공항운영기업으로�성장하는�발판이�되어�줄�것입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체결시점인�2018년�5월부터�시험운영,�터미널운영,�시설�유지·보수�등�공사의�분야별�전문가�30여�
명을�현지에�파견하고,�공사�내�해외사업�전문가로�구성된�별도의�T/F팀을�신설해�현지�과업수행을�지원
하는�등�쿠웨이트공항�제4터미널의�성공적인�운영개시를�위해�공사가�보유한�모든�역량과�노하우를�총
동원하였습니다.�외국�기업으로서�한계와�위기상황들을�무사히�극복하고�2018년�12월�쿠웨이트�국제
공항�제4터미널이�그랜드�오픈에�성공하였습니다.

해외사업수주

중남미
2개 공항
3개 프로젝트
매출액 $310만

중동
5개 공항
5개 프로젝트
매출액 $18,063만

유럽
1개 공항
3개 프로젝트
매출액 $1,030만

아시아
12개 공항
18개 프로젝트
매출액 $2,753만

(기준: 2019년 4월 말)

해외사업�현황

14개국�29개�사업

누적�수주금액

약�2억�2천만�달러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추진 경과

2018.4.22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수주

2018.7.4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준공식

2018.5.8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 계약 체결

2018.12.9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그랜드 오픈

쿠웨이트 T4 그랜드 오픈

아시아, 중동 등 신흥시장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新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이 증가하고 있
으며, 비항공수익의 성장 한계에 따라 해외사업을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
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어서 공항의 본질적인 공공성 기능을 유지해
야 하며, 항공·관광 등이 융합된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통한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도 미래형 성장공항 기업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MATERIAL ISSUES IN 2018

1. 해외사업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공항인프라 확충

RELEVANT UN SDGs

 NEXT PLAN 

1. �투자개발형 해외공항사업 진출 및 확대

2. �제5활주로 건설 착수

3. �항공･관광 융합형 복합도시 구축

WHY IT’S MATERIAL TO IIAC?

미래지향 공항

EVALUATION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해외사업 수주건수 분기 수주성과 점검 및 대책보고

해외사업 매출액 월간 해외사업손익시스템/매출보고

4단계 종합 공정률 월간 I-PMIS(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공정실사

공항건설 재해율 분기 I-PMIS 및 산재요양승인확인서

복합도시 일자리 창출실적 분기 민간사업자 일자리 실적보고서

복합도시 수익 분기 내부 수익관리시스템

ACHIEVEMENT 

해외사업 매출액

180 억 원

4단계 종합 공정률

1.88%

복합도시 수익

276 억 원

복합도시 일자리 창출

1,680 명

STRATEGY 

해외사업 개발
˙해외사업 다각화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해외사업 수주경쟁력 강화

공항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의 
공항시설 적기 확충

˙환경중심 인프라 확대 구축

공항 복합도시 개발
˙항공·관광 융합형 

복합도시 개발
˙지역사회와의 상생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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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인프라 확충

사회적･환경적�변화에�대응한�공항�인프라�
확장�추진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미래 항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오는 2023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등을 포함한 4단
계 건설을 추진, 머지않아 다가올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
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단계 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4단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수요 증가 대비 확장
성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기간도 재검
토에 들어갔습니다. 체계적･예방적 건설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열린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공감
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시작,�4단계�건설사업

2018년�12월�‘인천국제공항�4단계�건설사업�제4활주로�공사�착공식’을�
시작으로�제4활주로�신설,�계류장�확장�등을�포함한�4단계�확장사업이�시
작되었습니다.�약�4조�2천억�원이�투입될�4단계�사업이�완료되면�인천국
제공항의�여객처리�능력은�연간�1억�명까지�확충됩니다.�4단계�사업을�통
해�인천국제공항은�인공지능(AI)과�생체인식,�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제4차�산업혁명에�발맞춘�첨단�ICT�도입을�더욱�확대하여�세계를�선도
하는�스마트�공항을�구현할�계획입니다.�또한,�공항�내부뿐�아니라�주변
지역까지�아우르는�조경을�완성하고,�태양광과�지열�등�신재생에너지�발
전을�3배�이상�늘려�인천국제공항�에너지�사용량의�27%�이상을�충당함
으로써�진정한�친환경공항,�‘공원�속의�공항’으로�거듭날�예정입니다.

4단계�사업의�건설기간�동안�약�5만�개의�일자리와�약�11조원의�경제효
과(생산유발효과�및�부가가치)�창출�등�앞으로�4단계�사업은�지역�및�국가
경제�활성화의�견인차�역할을�할�것으로�기대됩니다.�

공항복합도시 개발

복합도시�개발사업�추진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개발사업

2018년�12월�인천국제공항�복합리조트�개발을�위한�글로벌�테
마파크�콘텐츠(파라마운트�픽쳐스)를�유치하였고�1단계�개발사
업의�투자금액이�1.6조원에서�2.8조원으로�증가하게�되었습니
다.�공사는�동북아�허브공항으로�도약한�인천국제공항의�인프
라와�세계적인�복합리조트와의�시너지�효과를�통해,�세계�관광
시장의�신규�트렌드로�자리한�MICE*�산업을�선점하고,�인스파
이어�복합리조트를�세계에서�가장�매력있는�관광명소로�만들
어�나갈�것입니다.�
*��MICE�:�회의(Meeting),�포상여행(Incentivel),�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

tion)�산업의�약자

4단계 건설사업 조감도

BEST PRACTICE

파라다이스시티 2차 시설(Fun City) 
적기확충
인천국제공항공사는�테마파크,�클럽�등�
랜드마크�시설의�개발을�통한�관광지로
서의�매력도를�제공하기 위해�파라다이
스시티의 ‘Art+Entertainment’�개발�콘
셉트를�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환승상
품에�즐기고�체험할�수�있는�Activity를�
추가하고�환승객을�위한�공동마케팅�활
동을�추진하였습니다.�파라다이스시티�2
차�시설�개장에�따른�임대수익(60억�원/
년)�증대와�더불어�신규�일자리가�1,287
개�창출되어�호텔,�리조트�업계에서�유일
하게�‘2018년�일자리�100대�으뜸기업’에�
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신규�일자리�창출

1,287명

지역사회와의�상생개발

지역사회�상생개발�모델�구축

지역사회�상생개발�모델은�일자리�창출,�기반시설�지원,�중·소상권�상생개발�이렇게�3가지�카테고리로�
나뉘어져�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민간투자�활성화를�통해�신규�일자리를�매년�늘려가고,�지역�균
형발전을�위한�개발을�지속할�것이며,�소통의�범위를�확대하고�중･소상권�간담회�정례화를�통해�열린�소
통과�상생의�관계를�이어나겠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감도

일자리�창출

약�5만개

경제효과

약�11조원

기반시설 
지원

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사업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점

기반시설 취약지역(용유지역, 
신･시･모도 등 북도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요청민원 
쇄도

극복노력

관할 지자체(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 
재투자협약 체결

추진성과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른 
'19년 예산(총 50억) 집행예정 
남북 평화 도로(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자금 지원

중·소상권 
상생개발

중･소상공인 간담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한 상생
개발 체계 구축

2018년 주요 안건

안내간판 정비 요청 
간판정비 완료 및 파라다
이스 내 상권 안내도(2EA) 
추가 설치

01. 주변 음식점 이용 적극 요청 
건설현장 내 근로자 식당 자체운
영 계획 취소

02. 신규시설 입점에 따른 기존 
상권 피해 최소화 요청 
기존 상권과의 가격 차별화

03.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환경개선 활동을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추가 창출

민간투자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전개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지원
일자리 플랫폼 제공

투자 활성화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대중제 골프장

일자리 창출

일자리 1,680개 창출
- 파라다이스 1,287개
- 기타 호텔 3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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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PERFORMANC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더불어 함께 성장합니다. 

상생의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감으로 세계적인 친환경 공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경영을 통해 신뢰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글로벌 공항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1. 친환경 공항 구현

2. CSR 활동 활성화

3. 동반성장 강화

4. 사람중심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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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환
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까지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계 주요공항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친환
경 운영을 가속화하는 등 공항 운영 및 건설 전반에 걸쳐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경영의 첫걸음은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이
라는 환경 및 에너지 경영의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전략과
제를 기반으로 국제공항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
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항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
여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영체계 추진, 문화와 자연, 최첨단기술이 어우러
진 그린에어포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공항 구현
PERFORMANCE 01

Our Approach

Our Key Performance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2.5 % 달성
(전년대8.7%↑)

제2여객터미널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획득

美�LACP�그린리포트�6년�연속

대상�
(Platinum Winner)

폐기물�재활용

62 % 
(전년대비 4%↑)

전담조직
˙에너지관리팀 � ˙전력계통팀 � ˙전력시설팀 
˙전력운영팀     � ˙환경관리팀

Relevant UN SDGs

Green Report 발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추진성과
를 관리·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으며, 이러한 활동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하
여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Green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항구현’ 이
슈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활동과 성과는 공사 홈페이
지에 게시된 ‘Green Repor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이라는 환경 및 에너지 경영의 비전을 가지고, 국제공항기업으
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경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사적인 조직을 구축, 운
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문기관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에너지 경영 전담 조직인 에너지관리팀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관리팀 
산하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와 에너지지킴이 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 및 절약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영체계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 연료전지 설비 도입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운영 비율을 20%까
지 확대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옥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전
체 13개소 5,830kW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개장
한 제2여객터미널의 에너지코어의 경우 북향인 점을 고려해 태양광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시스
템을 적용하였으며, 402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별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공항의 기반
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열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 및 제2합동청사 총 7개소, 8,195㎾ 
규모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연간 5,752,682kWh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에
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대�계획

2013�15%�→�2030�20%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운영

2012년 2월 �세계 공항 중 최초로 건물 
부문 시범 인증 취득, 

2014년 6월 공식 인증 취득
2018년 5월 사후인증 심사 완료

저탄소 친환경 공항

BEST PRACTICE

미래에너지 공항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최근�수소경제�활성화를�비롯한�정부�친환
경에너지�확대�정책에�따라�인천국제공항
을�저탄소·친환경�공항으로�조성하기�위
해�수소충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
다.�2019년�12월�설치�예정인�수소충전소
는�하루�10시간�운영기준으로�승용차�50
대,�버스�10대가�충전이�가능한�규모로�구
축될�예정입니다.�향후�수소충전소가�준공
되면�인천국제공항을�이용하는�국내외�이
용객들에게�수소에너지�활용을�홍보할�예
정이며,�공항�내�수소�모빌리티�활성화를�
위하여�업무용차량�및�셔틀버스를�단계적
으로�수소차로�전환하는�방안을�진행할�계
획입니다.

(승용차) 디젤･가솔린･전기차 → 

수소차�90%,�전기차10%

(버스) CNG버스

現�55대�→�수소버스�18대

(향후) 아시아지역 물류거점 활용

ACI 공항탄소인증 
LEVEL3 재인증

공항 자체 시설과 공항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배출 저감 항
목을 관리하는 ACA Level3 인증을 
2014년 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친환경 인증 ‘글로벌 
탄소경영 인증(CTS)’ 취득

에너지 효율개선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그 성과를 인
정받아 2017년 글로벌 친환경 인증
제도인 ‘탄소경영인증(CTS)’를 취득

제2여객터미널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취득

제1여객터미널 대비 에너지효율이 
40% 가량 향상된 친환경건물로 녹색
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취득

+

+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항공기가 계류장에 주기하는 동안 내연기관을 
대체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장비인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Aircraft 
Ground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불필
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항지역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208대
의 AC-GPS 운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항공
기 자체엔진가동에 의한 전력공급 방식(APU, 
Auxiliary Power Unit) 대비 98%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시스템 운영으로 공항수용능력 증대, 
사전 출발계획 조정, 항공기 대기시간 감소에 따
른 연료절감 및 소음관리, 장비 및 운영인원 등 
자원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8
년에는 2017년 평균 대비 편당 지상이동시간을 
53초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
공기 지상연료 소모량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C-GPS�운영을�통한�탄소배출�저감*

40,772tCO2 

* APU 운영 대비

* �국적사 기종별 지상연료소모율 반영 및 연료소모율 미확
인 항공기는 유사기종 연료소모율 적용

편당�지상이동�탄소배출량*�

797CO2/kg
('17년 873tCO2/kg →'18년 797tCO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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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수자원의 절약과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해 공항지역 오수처리 계획과 
물 재사용을 고려하여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
에서는 항공기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일 최대 3만 
톤 규모의 하수를 생물학적 처리방식인 MSBR* 공법으로 처리하여 중
수로 생산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한 오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의 최적화와 지속적인 중수도시설의 개선
을 통해 중수재사용량은 전년대비 5%가 증가한 343만 톤입니다.
*�MSBR(생물반응조) : 무산소, 혐기, 호기 공정을 반복하면서 유입하수의 유기물질, 질소, 인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처리공정

대기환경 관리
최근 미세먼지는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과 같은 공항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의 경우 황사 운영단계별 대비 체제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공항지역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 공항 및 주변지역 3
개소와 건설현장 3개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 및 차량, 항공기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시행하여 공항운영으로 인한 대기환경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계획단
계에서부터 해상공항으로 설계하여 항공기 소음영향지역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속적인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하여 총 20개소의 소음측
정국으로부터 실시간 소음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협의회, 간담회, 대책위 등을 
운영하여 소음도가 큰 항공기를 운항 중지하고, 소음도가 적은 기종
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소음을 유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줄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관제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인 송도의 
야간 운항수를 감소시켰으며, 소음대책지역 유대강화사업의 일환으
로 학업지원금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행
사에 총 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밀집지역�야간운행�저감

'17년�24대�→�'18년�5대

고소음�항공기�저감

'17년�260대�→�'18년�228대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운영 및 건설 전반에 걸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항
과 공항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환경경영체계를 확대·운영하여 공항 내 민
자 사업자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항공기소음, 수질, 실내공기질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처리 시설의 시설별 배출수를 감시하는 원
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변화를 추적, 감시를 위해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내에 환경관리소를 설치하여 각 측
정국 및 감시시스템에서 보내온 자료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환경부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등에 따라 재활
용, 소각, 매립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 중수처리시설, 자원분류처리
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계량, 선별 및 보관
되어 재질과 특성에 따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
니다. 2018년에는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35억 원을 
투자하고 반입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폐
기물 재활용률이 전년대비 5%p 증가한 63%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해관계자의 현안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며, 니즈와 이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
역사회와 공사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
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기업의 가치도 더불어 높아지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
업이 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사람을 잇다’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지역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전담부서인 사회공헌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DGs의 달성과 SDGs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CSR 활동 활성화
PERFORMANCE 02

Our Approach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기관으로 再도약’하고자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략, 사업, 성과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사회, 국민, 글로벌을 타겟으로 각각의 핵심목표와 
추진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고유 목적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보편적 가치 확산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해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 추진체계

Our Key Performance

자원봉사�시간

4,338�시간

KoBEX�SM�지역사회활동

8.67 점 
(전년대비 0.17점↑)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9년 연속)

CSV�Porter�
Prize  수상

(3년 연속)

Relevant UN SDGs
전담조직

˙사회가치추진실�        ˙사회공헌팀BEST PRACTICE

면세점 운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닐 사용량 저감
면세품�인도장에서는�공항이용객들이�출국�전�시내�면세점이나�인터넷�면세점
에서�구입한�면세품의�에어캡(비닐�포장재)이�과다하게�사용되어�매일�4~5톤�
이상,�연간�3,468톤의�폐비닐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렇게�발생하는�폐비닐은�
처리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제적�비용과�환경문제를�유발하여�공사는�관계기
관들과�협업하여�포장재�간소화�조치를�실시하였습니다.�기존�3겹으로�포장되
던�포장재�비닐을�1겹으로�축소하고,�면세품�운반을�행낭만으로�제한한�규정에서�
플라스틱�상자와�롤테이너로도�가능하도록�변경하였습니다.�향후에도�공항�내에
서�개선이�필요한�환경�문제�요인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공항운영으로�인해�발
생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고�효율적인�자원�사용과�쾌적한�공항�환경�구현을�
위해�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폐비닐 배출량 1,091톤�감소� 73억�원�비용절감+

이해관계자�인터뷰
인천환경운동연합 윤미경 공동대표

글로벌 경영에서 환경 분야 이슈는 지속가능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의
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중요한 환경관련 이슈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철저하고 엄격한 
평가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에서 항공기와 공항시설로 인
한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대기환경관리와 실시간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과 확장된 
공간으로의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의 꾸준한 관리와 
대응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해 타 국가의 공항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공사
만의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미래 시대에는 생태와 환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의 변화와 미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 지구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체제의 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인
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인도건수�

31.5%�증가
('17년 3천2백만 건 →'18년 4천2백만 건)

폐비닐량�

증가율�ZERO
('17년 3천5백만 톤 →'18년 3천5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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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Performance

사회공헌 전략체계

타겟
지역사회

(학교, 주민, 지자체)
국민(전국)

(사회적경제, 사회약자, 국민)
글로벌

(저개발국, 業연계 지역)

비전 인천공항과 사람을 잇다

핵심목표
[브랜드]

주민/지자체와
상생협력으로 건강한

공동체 육성 지원

공동체 이음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공감 이음

보편적 가치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가치 이음

가치 여행

공동체 이음

건강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등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여 변화를 
이끄는 가치창출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민·지자체·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의 바람직
한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에서 해태 양식장 및 
어장의 패류 황폐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종패사업 및 어
촌계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

2007년부터 매년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19개 초·중등학교에 다양한 재능발
굴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4년째 ‘인천국제공항 스칼라십’ 
장학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및 우수 미래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인천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가을 대규모 야외 콘서트인 인천국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을 열어 여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공항 인근 주민
들에게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멘토링

스카이페스티벌

공감 이음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국민 착한여행나눔 사업의 일
환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2018년 “가
치(Value)여행”을 기획하여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한 착한여행나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체육 증진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
항공사는 2014년 배드민턴단 ‘스카이몬스’를 창단하였
습니다.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동호인들을 위해 재
능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배드
민턴 동호인 대회 개최 등 전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치 이음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공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항 상주직원들이 함께 하는 봉사단을 파견해 
상호 이해증진과 상생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
단도 파견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글로
벌 사회공헌사업은 2018년에는 대학생이 뽑은 최고의 대외활동으로 선정되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 12명의 수술 지원을 
통해 새생명을 전하는 뜻깊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가 항공교육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개발도상국에 세계적 수준의 항공교육을 무상으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항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세계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bbb 서비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bbb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어 언어통
역 자원봉사를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전담 특임봉사단 250
여명이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공항이용객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시민의 인천공항 선포식’을 개
최하여 기존의 언어 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까지도 존
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인권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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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상생협력 전략체계 수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동반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CCO(Chief Cooperative Officer)를 선임하고, 
CCO 주관하에 공사의 상생업무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활성화로 동반 성장의 인프라를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 투자 및 판로 지원을 통한 자립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웃소싱 직원과의 성과공유 체계인 SLA*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공간을 제
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아웃소싱의 서비스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공사-협력사 간 서비스수준협약

협력사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의 요구 수준 강화와 공급망 전체
에 걸친 인권, 환경, 노동 부분 위험요소 제거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핵심요소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인이 드나드는 대한민국의 관문으
로서 무결점의 공항 안전 및 보안,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7만 여
명의 공항 종사자들과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사는 협
력사 및 입주기업과 공항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
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공항 종사와의 상생과 자립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CSR 관리체계 강화 등 경제·사회·환경 다방면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동반성장 강화
PERFORMANCE 03

Our Approach

Relevant UN SDGs
˙협력사총괄팀� ˙계약팀        ˙자회사협력팀      ˙사회가치혁신팀

Our Key Performance

SLA�인센티브�지급금액

79억 원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

하도급�대금/입금�제불

64.1 %
(전년대비 15.9%p↑)

계약�비리발생�건수

ZERO ZERO
전담조직

중소기업 공동 R&D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 리스크가 크고 정보 수집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협력을 비롯하여 실적을 확보하고 기술의 실용화가 가능하
도록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3개사와 3년 간 공동으로 연구해온 FOD(활주로 이물질) 탐지시스템은 탐지 센서와 SW 개발이 2018년
에 성공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공항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설제 
및 항공등화 접속재 등 개발이 완료된 민관공동연구 완성품을 구매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2018년 중소기업에 44명의 새로
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상생의 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 
약자 자립형 상업모델 개발
[장애인 바리스타가 있는 
스윗에어 카페]

˙�인천 거주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
용하여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지역
사회 상생발전에 기여

01.

˙�고용창출 : 장애인 바리스타 5명

소상공인/여성기업 판로개척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나는 
플리마켓]

˙�제1교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 소
상공인/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과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판매수익 일부를 지역단체에 기부
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 기여

02.

˙�총 268개 업체 판로형성 지원
˙�매출액 총 4.9억 원 달성
˙�기부금 총 3천7백만 원 지원

청년/취약계층 스타트업 기회
확대와 성장지원 프로젝트
[Fly High @ Incheon 
Airport]

˙�식음료 팝업매장을 영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 기회 제공
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03.

˙�팝업매장 입점 후 공항 정규매장 및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등) 진출 사
례 창출(3개 브랜드)

+ +

Start up! Smile up! 스타트업 매장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팝업매장 7개소를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게 스
타트업 영업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최소 영업료를 적용하고 초기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등 영업조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 기준 13개 브랜드가 
입점(계약만료 브랜드 포함)하였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고용취약계층을 채용 및 
지원하는 4개의 브랜드가 입점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74명
판로지원

13개
매출성과

41억�원

일자리 질 제고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및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차별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으로 공항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력사의 경우 CEO의 찾아가는 현장 경영 및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돌봄지원과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협력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복의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자회사의 경우 정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가치실현 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구성원이자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
임을 다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가치실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 노년,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과제를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고용

273명
장애인�고용

5명
여성�고용

56명
노인�고용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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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확립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체계
4단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목표
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구매를 활성화
하고자 내부 제도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
대하였습니다. 공사는 공정거래 구현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시
스템과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해 공정거래 관련 활
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기반 마련
전자입찰시스템에 서류 전자 접수기능을 구축하고, 입찰금액 점수 자동계산 심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심사서류 접수･보관 및 평가결과 계산까지 전 과정이 전자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입찰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외부평가위원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정기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CP)교육을 통해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물품/용역/공사 등의 적격심사 기준에 가･감점 항목을 신설하여 청
년고용 창출, 남녀고용평등, 정규직 우선 등 사업주의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및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였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금 지급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체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2018년 하도급 86개사의 대금 및 노무자 임금 중 체불 건수는 0건이며, 
하도급지킴이 적용 비율도 2017년 85%(29개 현장)에서 2018년 100%(50개 현장)로 향상되었습
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도 개선과 교육 확대를 통해 공공구매 활성
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공구매 관련 내부평가(KPI) 지표
와 경영평가 지표의 연계성 강화하고 사내교육 확대(’17년 7회→’18
년 31회)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2017년 
48.2%보다 15.9%p 상승한 64.1%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전략 성과

체결된�계약�중�비리�발생�건(2018년)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위해 이행 
완료된 계약 중�비리�발생�건
(2011년~2018년)

ZERO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글로벌 리딩 공항’ 달성을 위한 핵심적 역
할의 수행주체는 바로 ‘임직원’입니다. 임직원 개개인의 장점과 특성 및 다양성
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개인 역량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의 발전은 곧 인재의 발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신뢰와 혁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역량개발과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
사문화를 구축하고 모든 직원들이 즐겁고 건강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충실하고자 현 정부의 비정규
직 제로화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칙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가치 
실현

PERFORMANCE 04
Our Approach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생태계 구축

복잡한 채용절차에 채용일정은 길고 채용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많아 채용비리 또는 오류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전에 채용비리는 원천차단하고 비리가 발생한 경우 사후 처벌수위를 높여 인천국제공항의 공정채용 생
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채용과정 내 외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면접은 물론 채용 전 단계로 감사를 확대하였으
며, 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완벽한 채용비리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및 2018년 감사원 채
용감사 결과, 2년 연속 채용비리 지적 건수 및 채용비리신고센터의 채용비리 신고 건수는 모두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하고 열린채용

Our Key Performance

‘2018�블라인드�채용�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수상

1인당�교육시간

155 시간

가족·
여가친화�
인증 동시 획득

˙인재교육팀� ˙노무후생팀 � ˙인사팀
˙성과관리팀� ˙정규직전환팀 � ˙자회사협력팀

의사소통�만족도

4.26 점

Relevant UN SDGs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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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모델 자체 발굴

블라인드 채용분야를 선도하고자 끊임없이 자체 모델을 발굴·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입사지원서에 직무 외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 작성사항을 
폐지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로화하였고, 면접 당일 고지한 가번호를 사용하여 무
기명 면접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 및 면접위원에게 채용공고시점부
터 면접까지 블라인드의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블라인드 면접의 
인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경진
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직무맞춤형 채용

일반 사무직 외 현장직무(폭발물처리 등) 등 채용직무 및 요구역량이 다양화됨에 
따라 채용도구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직무별로 일대일 맞춤형 면접도구를 
개발·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직무의 경우 실전면접을 도입하였고, 전문분야는 
성과물과 포트폴리오 심사를, 기획업무는 창의면접 및 면접시간을 확대하였습니
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역량중심으로 채용공고-면접-인턴과정까지 오
로지 직무역량에만 중점을 둔 채용단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기면
접 등 독창적인 방식을 인정받아 ‘2018년 인사혁신처 챔피언’을 수상하였습니다. 

차별없는 채용

정부정책의 사회형평채용 목표치를 채용계획에 반영하여 공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차별없는 배려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턴제도 확대, ‘공항 현장체험
형 인턴’ 재도입, 고졸대상 채용설명회 시행,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지역인재 비율 할당 및 장애인 대상 취업문턱 낮
추기 정책 등을 통해 고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채용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형�인턴

59명
장애인

상시근로자의�3.4%

청년�채용

정원의�8.3%
(전년대비�40%�↑)

여성�채용

채용인원의�32%
(전년대비6%p�↑)

지역인재

채용인원의�36%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보수체계 확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사
전략과 성과지표, 개인목표(MBO)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혁신성
장과 사회적 가치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노력이 사회적 가치성
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 평가 관련 공정성 검증을 실시하여 
인사/조직 모두 80점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인사 82.8점 조직평가 82.9점). 

한편 공사는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직무급을 기반으로 
한 합당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이의제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수용성과 타당성을 높였으며, 조직의 성과지표 수립시 부서
협의(3개월)를 통해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공정한 평
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문역량을 제고한 인사관리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능력과 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 및 전문직무제 운영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력에 따른 직무전문가 등급제를 도입하
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여객터미널 건설 관련 
분쟁, 공항 리모델링, 해외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 경영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해짐에 따라 직위(해외사업PM, 디자인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개방형 직
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전문
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Case Study

정규직 전환 新보수체계 수립
인천국제공항공사의�정규직�전환�자회사�직원의�임금체계

는�정부정책�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직무중심의�범위형�직무급과�숙련도를�반영한�직능급으로�

新보수체계가�수립되었습니다.�정부�가이드라인에�따라�추

가로�투입되는�예산�없이�임금�인상과�함께�공사�정규직과�

동일한�복리후생이�적용될�예정입니다.�그러나�이번�정규직�

전환�임금체계가�확정되기까지�그�과정이�순탄치만은�않았

습니다.�

임금체계�및�채용�등�세부방안�마련을�위한�제2기�노사전문

가협의회가�2018년�2월말�출범한�이후�2018년�한�해�동안�

총�42차례�이해관계자�협의를�진행하는�등�지난한�논의�과

정을�겪어야�했습니다.�그�과정에서�노동단체�간의�입장대

립도�있었고�노사전문가협의회�운영원칙에�대한�이견도�있

었지만�정규직�전환�소통채널을�유지하기�위해�공사와�이해

관계자들은�끊임없는�노력하였습니다.�

보수설계는�제3의�전문기관이�수행해야�한다는�노동단체

들의�요구에�따라�전문성과�객관성을�갖춘�외부�전문기관을�

통해�연구용역을�진행하였으며,�연구용역�진행과정에서�노

동자대표들이�함께�참여하여�결과를�만들어냈다는데�더�큰�

의미가�있습니다.�이번�합의�결과는�2019년�임금부터�적용

되며,�그동안�임금체계�미비로�인한�자회사의�운영상�문제

도�해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내외부 환경변화 역량진단 및 니즈에 기반한 체계적인 HRD 체계 및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
습니다. 공사는 교육훈련 점검체계를 시스템화하고 HRD 체계와 연계한 교육 수요를 발굴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
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공항전문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공항’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리더가 될 국내･외 MBA/석사 위탁과정 운영으로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적극적인 교육예산 투입을 통해 교육의 양(量)과 질(質)을 함께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정하
고 평등한 인적자원관리와 동시에 고졸직원의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해 취업한 이후에도 4년제 학위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전략체계

여성이 전면에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성을 전면(前面)에서 육
성하는 목표관리 및 디딤돌 경력 관리로 ‘여성리
딩 공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능력있는 여성
인재를 여객/마케팅/해외사업과 같은 對고객 수
익창출부서에 약 40% 정도 배치하여 차대세 여
성 프론티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관
리자를 주요보직에 부여하여 차기 여성임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글로벌 항공전문 교육기
관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기구 인증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글로벌 교육수요 발굴로 글로벌 교육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공항운영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
로 아태지역 최초로 세계 3대 국제항공기구(ACI, 
ICAO, IATA)의 공인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해외교육생 최다인원(1,031명) 
배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교육만족도

4.78점
(�'17년�4.73점�→�'18년�4.78점�)

여성관리자

37명(7.3%)
(�'17년�30명(6.0%)�→�'18년�37명(7.3%)�)

글로벌�해외교육생�최다인원�달성

1,070명

여성�육아휴직�후�현업�복귀율

100%

ICAO�표준교육과정(STP)

최다�교육생�배출상�수상

글로벌 가치창조형 인재 A.I.R.

Active(도전) Innovation(혁신) Respect(존중)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제고하여 임직원이 업무에 몰입
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Work Smart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도 
엄마도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를 全 기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
가로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모가 공동
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단축근무 및 남성자녀돌봄휴가 사용이 모두 증
가하였습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
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및 자
유로운 연차사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간을 개선하여 편의에 따라 연차 시간을 조정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 
신입사원/육아휴직자 연차추가부여 등 다양한 연차
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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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전 및 보건 향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 합동으로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선진화된 산업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EO를 선임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안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임산부, 장애인, 교대근무자 등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스트레스 평가를 포함하여, 정기 건강검진, 건강/금연/요가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심신케어를 통해 전문의의 방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컬러테라피 등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이용자

9명
('16년�6명�→�'17년�8명�→�'18년�9명)

남성자녀돌봄휴가

121명(73%)

중대�재해사고

0건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노동존중 실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1995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상급단체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은 3급 이하 직원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 노동조합 가입 대상 직원은 1,149명으로 현원 대비 84%이며, 이중 99.8%인 1,147명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국내외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근로환경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조직 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는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임 노조 맞춤형 협의체를 신설하고 일상적 소통 중심의 노사 공동 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사 협의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 단체협약 준수 의무 강화, 노사협의회규정 개정 등 공동 규범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공사는 노동가치 증진을 위한 노동존중 활동도 강화하고 노사 협의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포용적 소통채널 구축

신임노조 맞춤형 소통으로 상호 신뢰 강화

˙정기 : �노사협의회･산업안전위원회
˙상시 : 1:1 매칭 소통 채널
˙수시 : 노사 소통 워크숍
˙역량 : 노사 공동 교육

노사 간 
소통 채널

사회가치    
노･사･전협의회, 제도개선협의체 운영

계층별 소통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 해소

˙현장 : 노사 합동 찾아가는 고충처리
˙교대(기술) :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기혼 : 양육코칭프로그램, 재무특강
˙미혼 : 컬러테라피

일상적인 
상향식 
소통 채널

계층별 
맞춤형 
소통

사회가치    
공유강좌, 창의탐방단

소통플랫폼 다양화로 일상적 양방향 소통 구현

˙모바일 : 톡톡 오픈대화방, 모바일 투표시스템
˙면대면 : �CEO런치미팅, 비어바데이, 스마트보드, 공감로드, 

자발적실행공동체
˙온라인 : 칭찬게시판, 제언마당

사회가치    
혁신경진대회(자회사･협력사로 확대)

직접 소통 활성화로 공항가족 파트너십 제고

˙건강증진활동 : �한마음 체육행사, 체력왕 선발대회, 금연클
리닉 이동상담

˙면대면 : �CEO의 현장 간식 배달, 용역 분야별 CEO 간담회 
오찬 시행, 소통간담회

자회사･
협력사 
소통 채널

사회가치    
공항가족 봉사단 운영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1. 윤리경영

2. 지배구조

3. 이해관계자 참여 

4. 중요성 평가

5.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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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지켜
가기 위해 공사의 모든 구성원이 작은 청렴부터 실
천할 수 있도록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
다. 2018년에는 ‘제도-사람-문화 혁신으로 윤리경
영 추진’을 윤리경영 목표로 수립하고, 新경영전략, 
대내외 환경,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추
진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종사자와 윤리경영의 중요성
을 공유하고 청렴·윤리시스템 확산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투명경영을 이끄는 윤리경영체계 구축

윤리경영 전략체계

비전 투명한 사회를 선도하는 청렴 공기업

제도-사람-문화 혁신으로 윤리경영 추진2018년 
목표

전략방향 공정･투명한 제도 윤리적 리더십 실천하는 문화

모니터링 ˙윤리실무위원워크숍  ˙청렴마일리지  ˙윤리인식수준진단 ˙부서별 청렴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심의의결기구를 개선하여 투명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SR위원회에서 CSR과 윤리경영을 통합하
여 삼의·의결하던 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윤리경영을 전담으로 심의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임원직무청
렴계약운영규정, 감사규정, 인사규정 등 13개의 사규를 개정하여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성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윤리문화 실천
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조직

윤리경영

윤리경영

반부패·
감찰

심의·의결

˙총괄 : CEO
˙의결 : 윤리경영위원회

˙총괄 : 상임감사위원
˙의결 : 반부패청렴추진단

전담부서

사회공헌팀

청렴감찰팀

실행조직

˙공 사 : 윤리실무위원
˙협력사 : 윤리담당자

감찰반, 제도개선반
건설시설개선반, 
운영서비스개선반

윤리경영 문화 내재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부서가 참여하여 조직의 청렴도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 임대관리, 용역관리, 인사관리, 청렴문화 
등 5대 중점분야의 각각의 사업적 특성과 관련된 부패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패요인 발굴 및 개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일상 속에서 배우며 실천하는 다각적인 윤리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으
며, 조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여 공항종사자로 확대한 법령이해와 의식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
(92.1점/100점) 

국민권익위원회�종합청렴도

8.43점
('17년 8.39점 → '18년 8.43점) 

내부�청렴도�

1등급�상승
('17년 3등급 → '18년 2등급) 

부정부패�

ZERO(5년 연속) 

사이버 교육
개인별 교육 관리

도란도란 청렴윤리
(찾아가는 소그룹 
대면교육)

전사 집합교육
부서별 맞춤교육

청렴윤리 돌발퀴즈
도전! 골든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쉽고 편한 신고 시스템 구축과 갑질 피해신고 창구를 정비하는 등 신고
자 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부패 신고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모바일용 홈
페이지 내 신고채널을 개선하고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접근
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부정청탁신고 핫라인 ‘청렴One콜’을 구축하여 개인업무
용 전화기에 부정청탁신고 전용단축번호 한 번(One)터치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정청
탁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갑질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신고에 어려움이 없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인사청탁, 수수 금지 금품 수수 등의 비리행위 및 공익침해행
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 모바일 제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헬프라인’은 익명 제보시스템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익신고자 등(협조자 포함)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
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제도

Case Study

7만여 공항가족이 하나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생태계
인천국제공항에는�7만여�명의�공항가족들이�무결점의�그리고�최고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함께�일하
고�있습니다.�공사는�자회사,�협력사,�입주사�등�각각의�특성에�맞춘�윤리문화와�의식을�공유하고�있습니
다.�자회사는�부패취약�최접점�종사자를�대상으로�한�맞춤형�찾아가는�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협력사의�
경우는�담당자와�현장대리인간에�청렴서약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협력사는�SLA�평가지표에�반부패･
청렴활동,�청렴의무�준수�등을�포함시켜�평가하고�있으며,�입주사�직원들에게는�터미널�내�직원통로에�‘청
렴�건강계단’을�조성하여�청렴메시지의�상시�노출로�청렴문화가�생활화될�수�있게�노력하고�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자회사

무관용 원칙 적용

협력사

소통·공감의 청렴문화

입주사

이해 공감 소통 참여

임직원 윤리교육

청렴윤리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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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공
사와 관련된 주요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경
영현안에 대한 감독 및 경영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5인과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하
며, 비상임이사의 비율이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유지하
도록 규정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담당하여 견제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시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법령 및 공사 
사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사 후보를 추천하
고 있습니다. 이후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
쳐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
의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나이 성별 직위/전문분야 담당 역할

상임이사

구본환 58 남 사장 사장

김길성 60 남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임남수 54 남 부사장 경영본부장 겸임

김종서 54 남 운항본부장 운항본부 총괄

신주영 58 남 건설본부장 건설본부 총괄

비상임이사

정홍식 51 남 재무/행정 이사회 의장

홍세길 68 남 항공/인사관리 기획예산위원장

윤석구 62 남 재무/경제 감사위원

허정현 46 여 법무/마케팅 기획예산위원

안재현 44 남 회계/재무 감사위원

이숙이 52 여 공공/행정 기획예산위원

박순애 54 여 공공/행정 기획예산위원

 (2019년 6월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고 있습
니다.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비전목표 및 4대전략별로 경영, 법무, 공항산업, 해외사업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
여 활발한 자문과 경영제언 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한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 내용은 공사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개최 전 보고함으로써 피드백을 프로세스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사임이사의 공항 및 항공 산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임 시 업
무현황 및 공항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재임 중에는 해외사업 현장 등 선진 공항 및 항공 산업 현장 실사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이사회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의 핵심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관
리를 강화하여 이사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이사회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 이사
회의 의사결정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
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17회의 이사회가 소집
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3.9%이며, 총 8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실적, 주요 의
결사항 등의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통합 공
시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
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의결/보고 안건 수(건) 47/45 41/33 51/31

이사회 개최 수(회) 17 17 18

출석률(%)
이사회 93.4 94.7 93.9

비상임이사 95.1 95.3 94.2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구분 2016 2017 2018

비상임이사 경영자문(회) 5 7 7

비상임이사 경영제언(건) 24 29 59

경영제언반영(건) 20 25 59

이사회 내 위원회

기획예산
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운영계획 경영수행 평가

주요사업 점검 사업수행 감사

이사회 보상 및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평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상임이사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경영방침 구현 노력과 전사 경영목표 공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알리오, 홈페
이지 등)하고 있습니다.

의장: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4인, 상임이사 1인

의장: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

임원추천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독립적인 운영

의장: 비상임이사

구성: 비상임이사, 외부 (민간)위원 등 총 5~7인

2018년 이사회 중요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제18-1차 2018-01-12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운영관련 협약체결(안) 

제18-3차 2018-01-31 직제규정 개정(안)

제18-3차 2018-01-31 보수규정 개정(안)

제18-4차 2018-02-28 2018 회계연도 예산 운영계획(안) 

제18-5차 2018-03-14 제19기(2017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제18-5차 2018-03-14 국제여객 세계3위 달성을 위한 여객항공사 인센티브 개선(안)

제18-5차 2018-03-14 항공화물 305만톤 달성을 위한 화물분야 인센티브 시행(안) 

제18-6차 2018-04-1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참여를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현물출자(안)

제18-6차 2018-04-19 쿠웨이트국제공항 T4 위탁운영사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추진(안) 

제18-9차 2018-05-30 공항안전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제18-10차 2018-06-28 인천하늘교육재단 후원계획(안) 

제18-13차 2018-08-31 중장기(2019-2023) 경영목표(안) 

제18-15차 2018-10-24 제2임시법인 설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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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정의 및 소통
다양한 기관 및 업체가 상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국제공
항공사는 법적·재무적·운영상 책임 여부 및 영향도에 따라 임직원, 공항종사자, 국민/여객,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그룹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소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의
사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섬세하게 살피는 열린 소통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건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체계
임직원

공항종사자

국민/여객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그룹별 소통 채널

소통 
방향

눈높이 소통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소통채널 마련

개방적 신뢰관계

민-관 간 역량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전 방위적 참여

제안-실행-평가까지 과제
전 과정에서 유기적 협력

이해
관계자

임직원 

항공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

공항종사자

공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적 동반자

국민/여객

참여와 신뢰를 통한
혁신 추동력 제공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공조

소통 
목표 이해관계자 유형별 맞춤형 소통으로 실질적 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 확산

기대사항 ˙혁신가치 내재화
˙신뢰/참여 조직문화

˙보유기술 향상
˙불공정 관행 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적 가치, 공익

˙선도적 정책이행
˙유기적 협업관계

이해관계자 

현안공유

제안/협업

조직문화

공항운영

동반성장

알자리 창출

국민참여

국민편의

지역사회

항공정책

경제성장

소통 채널 

간부/임직원 워크숍, 확대간부회의(6회),
CEO소통게시판을 통한 경영메시지(23회)

청년 이사회(10회), 사내제안(91건 처리),
혁신경진대회(214건), 학습조직(2팀)

‘출근이 신나는 회사’캠페인, 국내외 혁신
사례탐방(2회), 문화강좌(8회)

서비스개선위원회(CIQ 등 12개 기관), 
제2여객터미널 운영준비단
(항공사 등 16개 기관, 시험운영 123회) 

입주자서비스개선단(60명), 협력사 간담회(8회),
한가족 워크숍(120명)

일자리간담회(50社), 정규직 노사전협의회(40회)

시민참여혁신단(230명), 온라인 혁신포털,
국민설문(총 2회, 10,515명)

고객위원회(42명/2회), 고객만족도조사,
상업시설 만족도 조사(19,830명)

상생발전위원회(6회), 소음대책위원회(3회),
지역주민니즈조사(1,521명)

정부 항공회담 지원(4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전
포럼(2회), 세계항공컨퍼런스 (70개국 1,000여명)

혁신성장 SOC협의체(정부, 9개 공기업), 공공기관 
사회가치 측정협의회(20개 社), 인천시 상생협약

주요 성과 

비전공유도 89.3점 → 90.2점

임직원 혁신인지도 98점(신설)

조직문화지수 75.5점 → 77.8점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역대 최고
기록 경신(4.998점/5점 만점)
제2여객터미널 무사고･무결점 성공적 오픈

입주서비스만족도 90.9점 → 94.7점

민간 일자리 창출 6,088명

국민혁신인지도 82점(신설)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87.8점 → 88.3점

지역주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지도 84점(신설)
(인천국제공항을 지역 대표자원으로 인지)

운수권(Traffic Right) 주 8회 증대,
여객 6.3만 명 신규노선 이용

SOC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 확정,
항공정비단지 개발 협약체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
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와 이에 대한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자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국
제공항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
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응·관리해야 
하는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일반, 경제, 사회, 환경 등 4개 영역에 대해 분야
별 이슈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및 중대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공항 안전 및 보안’ 및 ‘윤리 및 법규 준
수’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과 같은 이슈에 대한 대응/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작년과 비교하여 상위 이슈에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중요 이슈 Top 10(5점 만점)

순위 내부 평균
1 공항 안전 및 보안(운항안전,  재난안전) 4.70

2 윤리 및 법규 준수 4.70

3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4.63

4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 4.54

5 일과 삶의 균형 4.51

6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4.49

7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4.49

8 공정한 성과평가 및 합리적 보상 4.48

9 편리한 공항을 위한 서비스 혁신(스마트 공항, 고객
만족 제고 등) 4.47

10 해외사업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공항인프라 확충 4.46

순위 외부 평균
1 공항 안전 및  보안(운항안전, 재난안전) 4.74

2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4.56

3 윤리 및 법규 준수 4.53

4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 4.41

5 고객정보 보호 4.35

6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채널  확대, 관심사 대응) 4.34

7 편리한 공항을 위한 서비스  혁신(스마트 공항, 고객
만족 제고 등) 4.32

8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질  관리(미세먼지 등) 4.32

9 협력사/중소기업 지원 및  동반성장 추진 4.31

10 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도(사회공헌 활동 등) 4.31

설문조사 참여대상

외부 

62.40%

지역사회

협력업체

임직원 5.99%

9.54%

37.60%

항공사/입주업체
26.70%

정부/지자체/유관기관
7.08%고객 13.08%

내부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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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2019년 SR이해관계자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그룹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긍정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
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2년도부터 이해관계자위원회 개최를 연 1회로 정례화하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SR이해관계자위원회는 6월 20일에 시민참여혁신단의 2분기 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공항종사자, 국민대표 등 공
사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모여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대 이슈를 살펴보고, 전략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해 공사가 향후 추진해야 할 
실행 및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패널로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및 관리자가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 정책 
및 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하였습니다.

2019년도 SR이해관계자 위원

분야 소속 성명

좌장 항공대 이윤철 교수

학계
고려대 이철웅 교수

항공대 김지희 교수

사회단체

산업정책연구원 권순영 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병일 팀장

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센터 유 훈 센터장

노무사합동사무소 다솔 이종호 노무사

분야 소속 성명

공항종사자

유니에스 박오수 부소장

파리크라상 최성호 차장

항공사운영위원회 한기돈 사무국장

SM면세점 황순희 부점장

국민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진호님

이마트 박민석님

㈜플라이어스(여행사)　 이창근님

인천국제공항공사 SR이해관계자위원회

국민대표공항종사자 1. �인천국제공항 실내 공기질이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여객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실시간 공기질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성과 등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3. �20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였습니다. 상업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4. �공항 근무인력 채용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출퇴
근 교통문제로, 출퇴근 교통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공
항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1. �보고서의 편리한 공항 분야에서 시설 부분과 서비스 
측면을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식도 좋겠습니다. 

2. �공항 근무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
주업체 근무자를 위한 주택서비스, 통합 셔틀버스 운
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제작 후 SNS, TV 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일반 고객들도 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다국어 버전의 보고서 제작도 건의 드
립니다.

좌장 오늘 논의를 통해 언급되어진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입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인권과 삶의 균형, 
통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 등 고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고객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입니다. 인천공항이 인프라로 시작을 했지만 산업으로 진화를 했고 경제권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공항
의 인프라가 인천에 있다는 차원을 벗어나 공항의 경제권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가치실
현보고서에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미래발전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천공항의 주거문제, 실내공기질 등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인 선도와 더불어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향후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를 기획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고려하
여 공항이용자 만족도 조사시 오프라인 조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사가 다양한 채널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
한 노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잘 반영하길 
기대합니다. 

3. �인천공항 터미널 내 실내 전동차를 위한 안전표시 마련,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검토 요청 드립
니다. 

4.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층 공항 근무자를 위해 사회주택 
마련 등 사회적 가치 사업 검토도 필요합니다. 

5. �공항서비스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R&D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사회단체

논제 Q.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발전방향 제언

학계 1. �2022~25년경에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검색 개발로 승객 
증가에도 보안 심사대 통과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
며, 현재의 75%정도가 잉여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주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최근 사회공헌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사도 사업 모델을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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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중요 이슈의 선정은 다양한 지속가능경영관련 이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고를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 26000과 GRI Standards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Context), 중대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 이해관계자 참
여(Stakeholder Inclusiveness) 원칙에 근거하여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영역,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이슈 파악

1. 글로벌 기준 분석

GRI Standards, ISO 26000, UNGC, 
DJSI 등 관련 기준의 보고 

요구사항 검토

2. 미디어분석

대외적 인식 분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공사 관련 기사 분석

3. 벤치마킹

국내외 유사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분석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고하고 있는 이슈 파악

4.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발된 
ISO 26000 진단 Tool에 근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 도출

STEP 1 
Identification

중요성 평가를 통한 중대이슈 우선순위 결정

1. 관련성(Relevance) 평가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총 33개의 관련이슈 도출

2. 중대성(Significance) 평가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사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이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 총 17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

STEP 2 
Prioritization

유효성 검증 

담당 TF회의를 거쳐 17의 이슈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이슈인지 검토

범위, 경계, 기간 등 중대 
이슈들에 대한 보고 수준을 결정하고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STEP 3 
Validation

중요성 평가 결과

중요성 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사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사는 중대성 평균이 높은 17개를 지
속가능경영 중요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중요하게 선택한 주제
에는 ‘공항 안전 및 보안’, ‘윤리 및 법규 준수’,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과 같은 공항 운영과 밀접
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기본이 되는 이슈들이 상위로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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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일반 경제 사회 환경

No. 중요 이슈 보고서 목차 보고 경계 18년 순위
1 공항 안전 및  보안(운항안전, 재난안전) 안전한 공항 임직원, 고객 1

2 윤리 및 법규 준수 윤리경영 모든 이해관계자 2

3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성장하는 공항 임직원 3

4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 지배구조 임직원 4

5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모든 이해관계자 10

6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인권경영 임직원 5

7 고객정보 보호 안전한 공항 임직원 9

8 편리한 공항을 위한 서비스 혁신(스마트 공항, 고객만족 제고 등) 편리한 공항 임직원 6

9 공정한 성과평가 및 합리적 보상 인재경영 임직원 11

10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질 관리(미세먼지 등) 친환경 공항 임직원, 항공사 신규
11 해외사업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공항인프라 확충 미래지향 공항 임직원 신규
12 일과 삶의 균형 인재경영 임직원 8
13 협력사/중소기업 지원 및 동반성장 추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임직원, 협력사 신규
14 폐수 및 폐기물 관리 친환경 공항 임직원 13
15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채널 확대, 관심사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이해관계자 15
16 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도(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임직원, 지역사회 신규
17 소음 관리 친환경 공항 임직원 신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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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슈 및 보고서 목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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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확실한 기업 환경 및 경영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전사적 위기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의 상시 운영으로 위험관리를 내실화하고, 위험유형별로 위기대응방안과 핵
심위험을 설정하여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ex)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위험등급별 대응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업무의 총괄부서
는 경영위험(전략관리군)은 기획조정실, 운영위험(내부통제군, 위기대응군)은 통합운영센터(IO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

재무위험

시장위험

금리·환위험

통합 EaR 단기·초단기
유동성비율

BIS,
고정이하여신

전년대비
변동률

장애별
위험지표

유동성위험

단기 자금부족

신용위험

자금운용 건전성

사업위험

항공·비항공
수익감소

운영위험

공항운영장애
위험구분

핵심위험
지표(KRI)

매뉴얼·지침

위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전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회
제도·규정

주요 핵심위험지표(KRI), 재무위험관리 시스템, 전사위험관리 시스템모니터링

위기단계

정상(안정)

정상(관심)

요주의

경계

 심각

사업위험에 따른 리스크 대응방안 수립 및 시행

배경 ˙면세사업자 입찰 시 과도한 투찰로 인한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사업자의 면세사업권 반납 리스크 증가 및 현실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필요

영향 ˙전사위험관리 핵심위험지표 중 비항공수익 감소(면세점 매출액) 리스크 현실화 우려
˙잔여 계약기간 매출액 감소 예측(해지 위약금 포함)

성과
˙면세점 무중단 운영을 통한 매출액 감소 최소화 및 안정적 매출구조 확보
˙국제여객 6,768만 명 달성(세계Top5), 환승객 802만 명 유치 등 항공수익 기반 강화
˙해외사업/복합도시 등 사업포트폴리오 확장 및 혁신성장 사업 추진 등 수익구조 다원화

위험구분
면세점 계약 제도 개선

˙임대료(연차별 최소보장액) 체계 개선
˙여객증감률 연동 최소보장액 설정

항공수요 증대 노력 

˙운수권 증대, 신규 취항
˙지역별/항공사별 타겟 마케팅 강화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해외사업 강화 (쿠웨이트T4위탁운영)
˙공항복합도시 개발(파라다이스2차)

전사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업수익 감소 최소화 및 매출 다각화

위험구분 시장위험

금리·환위험

유동성위험

단기 자금부족

신용위험

자금운용 건전성

재무위험

항공수요 
감소 공항운영장애비항공수익 

감소★

사업위험 운영위험

APPENDIX

1. 지속가능경영 성과

2. 제3자 검증의견서

3. ISO 26000 진단 결과보고서

4. GRI & ISO 26000 Index

5. UNGC

6. UN SDGs 이행 노력

7. 주요 수상현황 및 단체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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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20기 제 19기 제 18기

Ⅰ. 매출액 901,557,255,937 877,353,824,344 592,945,210,582

Ⅱ. 매출원가 431,223,505,725 502,724,825,699 281,867,978,793

Ⅲ. 매출총이익 1,153,332,368 820,203,896  1,163,531,683

Ⅳ. 판매비와관리비 360,565,979,889 331,778,070,864  270,697,308,550

Ⅴ. 영업이익 34,001,950,505 22,502,605,857  19,757,410,341

Ⅵ. 기타수익 50,079,144 97,970,516  106,096,403

Ⅶ. 기타비용 74,562,408,306 19,430,147,512 19,352,884,812

Ⅷ. 기타이익(손실) 11,459,600,760,130 11,479,456,083,115  10,359,093,286,932

Ⅸ. 금융수익 34,283,171,553 31,071,987,126 32,058,496,652

Ⅹ. 금융원가 106,172,215,899 31,372,825,097  50,961,538,875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500,254,097,960 10,583,500,595,113  9,472,778,737,704

ⅩⅡ. 법인세비용 369,550,599,796 366,748,920,070  363,151,089,038

ⅩⅢ. 계속영업이익 177,398,443,930 177,398,443,930  177,398,443,930

ⅩⅣ. 당기순이익 91,616,124,298  75,603,628,837 52,104,968,915

ⅩⅤ. 기타포괄손익(세후) 111,606,684,727 138,418,180,690  126,030,120,047

ⅩⅥ. 총포괄손익 68,719,421,967  75,341,502,252 84,609,891,771

ⅩⅦ.

당기순이익의 귀속 1,226,609,743,838 1,307,653,463,904  701,725,442,511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327,437,060,496 478,766,105,413 256,831,591,295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560,000,000,000 546,486,912,400  195,823,959,591

ⅩⅧ.

포괄손익의 귀속 236,656,174,200 219,467,735,368  196,646,353,877

1.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81,438,146,121  44,613,253,484 37,890,901,023

2.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21,078,363,021 18,319,457,239  14,532,636,725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20기 제 19기 제 18기

Ⅰ.

유동자산 901,557,255,937 877,353,824,344 592,945,210,58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431,223,505,725 502,724,825,699 281,867,978,793

2. 유동금융자산 1,153,332,368 820,203,896  1,163,531,683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60,565,979,889 331,778,070,864  270,697,308,550

4. 재고자산 34,001,950,505 22,502,605,857  19,757,410,341

5. 당기법인세자산 50,079,144 97,970,516  106,096,403

6. 유동비금융자산 74,562,408,306 19,430,147,512 19,352,884,812

Ⅱ.

비유동자산 11,459,600,760,130 11,479,456,083,115  10,359,093,286,932

1. 비유동금융자산 34,283,171,553 31,071,987,126 32,058,496,652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6,172,215,899 31,372,825,097  50,961,538,875

3. 유형자산 10,500,254,097,960 10,583,500,595,113  9,472,778,737,704

4. 투자부동산 369,550,599,796 366,748,920,070  363,151,089,038

5. 영업권 177,398,443,930 177,398,443,930  177,398,443,930

6.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91,616,124,298  75,603,628,837 52,104,968,915

7. 이연법인세자산 111,606,684,727 138,418,180,690  126,030,120,047

8. 비유동비금융자산 68,719,421,967  75,341,502,252 84,609,891,771

자산총계 12,361,158,016,067 12,356,809,907,459  10,952,038,497,514

Ⅰ.

유동부채 1,226,609,743,838 1,307,653,463,904  701,725,442,511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27,437,060,496 478,766,105,413 256,831,591,295

2. 유동금융부채 560,000,000,000 546,486,912,400  195,823,959,591

3. 당기법인세부채 236,656,174,200 219,467,735,368  196,646,353,877

4. 유동비금융부채 81,438,146,121  44,613,253,484 37,890,901,023

5. 유동충당부채 21,078,363,021 18,319,457,239  14,532,636,725

Ⅱ.

비유동부채 2,336,224,312,028 3,007,721,211,274  2,980,542,714,499

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29,839,971,593  1,075,827,119,776 944,549,654,075

2. 비유동금융부채 1,489,000,000,000 1,800,000,000,000  1,907,301,799,800

3. 비유동비금융부채 103,530,102,753 123,774,321,980  118,758,980,323

4. 종업원급여채무 13,854,237,682 8,119,769,518  7,520,610,952

5. 비유동충당부채 0 0 2,411,669,349

부채총계 3,562,834,055,866 4,315,374,675,178  3,682,268,157,010

Ⅰ. 납입자본 3,617,845,480,000 3,617,845,480,000  3,617,845,480,000

Ⅱ. 이익잉여금(결손금) 5,181,656,744,867 4,424,909,799,712  3,652,643,257,966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221,441,787) (341,673,086) 335,465,438

Ⅳ.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8,799,280,783,080  8,042,413,606,626  7,270,824,203,404

Ⅴ. 비지배지분 (956,822,879) (978,374,345) (1,053,862,900)

자본총계 8,798,323,960,201 8,041,435,232,281  7,269,770,340,504

자본과 부채총계 12,361,158,016,067 12,356,809,907,459  10,952,038,497,514

제 20 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제 19 기: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제 18 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지속가능경영 성과

경제성과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76 77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2018-2019

Appendix

경제성과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안정성
부채비율 50.7 53.7 40.5

자기자본비율 66.4 65.1 71.2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58.4 58.6 47.6

총자산순이익률 8.8 9.0 9.0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57.1 58.8 54.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5.5 11.5 9.1

총자산 증가율 16.0 12.8 0.0

유형자산 증가율 15.1 11.7 (0.8)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운항
전체 운항(회) 339,673 360,295 387,497

국제선운항(회) 334,528 355,162 381,747

여객

전체 여객(명) 57,765,397 62,082,032 68,259,763

국제선여객(명) 57,152,206 61,520,572 67,676,147

환승여객(명) 7,155,109 7,319,144 8,020,405

환승률(%) 12.4 11.8 11.7

화물

국제선화물(톤) 2,714,217 2,921,635 2,952,069

환적화물(톤) 1,072,560 1,130,949 1,161,777

환적률(%) 39.5 38.7 39.4

항공수송 성과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매출액  21,860 24,306 27, 269

항공수익
운항수익  3,552 3,671 3,953

여객수익 4,133 4,493 4,969

비항공수익

상업수익 12,177 14,050 14,912

임대/유틸리티수익 1,917 2,008 2,440

해외사업/기타수익 81 84 237

공항운영 성과

(단위: 억 원)

이해관계자 항목 2016 2017 2018

임직원 인건비* 1,059 1,241 1,370

협력사 아웃소싱비** 3,486 3,645 5,247

주주 및 투자자
배당금 3,473 4,725 3,755

이자비용 208 231 656

정부 세금과공과, 법인세 3,489 3,892 4,061

지역사회 기부금 68 181 131

기타 시설관리비, 임차료 등 3,970 4,533 5,932

경제적 가치 분배

  * 인건비: 급여+제수당+잡급+퇴직급여+급여성 복리후생비
** 아웃소싱비: 공항산업은 노동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공사 자체에서 6천여 명의 고용창출

사회성과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전체 1,241 1,345 1,427

성별
남성(비율) 937(75.5) 1,017(75.6) 1,079(75.6)

여성(비율) 304(24.5) 328(24.4) 348(24.4)

이직/퇴사자
남성(비율) 20(1.6) 15(1.1) 19(1.3)

여성(비율) 9(0.7) 10(0.7) 13(0.9)

신규 채용
남성(비율) 51(64.0) 88(75.0) 96(68.1)

여성(비율) 29(36.0) 30(25.0) 45(31.9)

지역
국내 1,225 1,334 1,412

해외 16 11 15

직급

임원 5 6 5

관리급 427 452 188

사원 809 887 1,234

연령

20대(비율) 301 324 355(24.9)

30대(비율) 350 379 409(28.7)

40대(비율) 404 430 427(29.9)

50대 이상(비율) 186 212 236(16.5)

고용형태

정규직 1,204 1,301 1,40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2 5 13

직접고용 35 39 35

간접고용 6,863 9,219 7,562

다양성

전체 근로자 중 여성수(비율) 304(24.5%) 328(24.4%) 348(24)

전체 관리자 중 여성수(비율) 21(4.9%) 24(5.3%) 37(7.3)

장애인 비율 3.5% 3.2% 3.4%

신규 채용

남(비율) 51(64%) 88(75%) 96(68.1)

여(비율) 29(36%) 30(25%) 45(31.9)

장애인 3 1 7

고졸 8 26 3

국가유공자 3 7 3

지역인재 29 48 51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1인당 교육시간
남

시간
159 162 139

여 130 132 134

1인당 교육예산 만 원 244 253 288

직급별 교육인원(비율)/시간

1~2급

명(%)/시간

151(12)/11,760 163(12)/13,036 139(10)/14,444

3급 318(26)/28,383 334(25)/37,070 309(23)/46,959

4급 390(32)/43,341 450(34)/49,789 431(32)/68,721

5급 이하 365(30)/24,915 388(29)/42,991 450(34)/59,966

교육만족도(5점 기준)
점

4.74 4.73 4.78

협업적용도(5점 기준) 4.52 4.55 4.48

교육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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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환경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전기

TJ

2,728 3,266 4,087

중온수 489 671 757

기타 60 73 107

합계 3,277 4,010 4,951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배출량/매출액) 0.00150 0.00165 0.00187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용수 사용량 m3 1,645,543 2,039,943 2,404,367

용수 원단위 사용량 ℓ/매출액 0.75276 0.83926 0.90694

하수 발생량
m3

5,079,378 5,232,007 6,062,198

재활용량 2,616,649 3,274,577 3,436,549

수자원 관리 현황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폐기물 발생량

Ton

31,010 32,807 45,164

일반 폐기물 17,568 17,509 20,105

지정 폐기물 1,430 1,402 1,516

건설 폐기물 12,012 13,896 23,544

폐기물 발생 현황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재활용 Ton 18,195 19,135 28,063

재활용 비율 % 60 58 62

소각
Ton

11,613 12,493 15,490

매립 1,203 1,179 1,610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명)

교육대상 교육방법 시기 2016 2017 2018

전직원
집합·대면교육 연1회 952 1,318 1,543

사이버교육 연중 2,014 3,208 1,255

생애주기

신입사원 채용 시 129 67 52

승진자 승진 시 107 74 93

관리자 연중 159 307 170

외부위탁 청렴연수원 등 위탁교육 연중 10 1 4

기타 실무자교육, 부서자체교육 등 연중 542 625 413

청렴·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사용인원
남 6 8 8

여 42 46 48

복직인원
남 2 6 4

여 8 20 17

복직 후 12개월 유지
인원

남 2 6 4

여 8 16 16

복귀율
남 100.0 100.0 100.0

여 100.0 100.0 100.0

근속률
남 100.0 100.0 100.0

여 83.3 100.0 95.2

육아휴직 이용 현황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봉사활동 참여인원 명 503 362 900

봉사활동 참여시간 시간 2,979 2,640 4,338

지역사회 참여 현황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접수 건수
건

5,426 6,083 7,380

처리 건수 5,426 6,083 7,380

처리율 % 100 100 100

VOC 운영 현황
(단위: 점)

조사 유형 2016 2017 2018

출국서비스 만족도 80 87 87

입국서비스 만족도 83 85 88

환승서비스 만족도 81 87 88

항공사서비스 만족도 89 91 92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시간제 근무 19 29 58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99 306 431

근무시간선택형 64 366 314

집약근무형 - 5 5

원격 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형 231 106 88

유연근무제 및 단시간근로 이용 실적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보통 보통 보통

협력사 상생프로그램 만족도 점 94.4 94.7 94.1

SLA 예산

억 원

68 65 79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7,246 8,333 6,464

공항 R&D 매출액 68.2 102 14

동반성장 추진 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직접배출량

tCO2

22,770 23,346 28,131

간접배출량 154,290 188,987 232,101

합계 177,060 212,333 260,232

원단위 배출량(배출량/매출액) TJ/백만 원 0.08100 0.08736 0.09794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 산정범위 및 기준 변동으로 인한 2016~2017년도 데이터 변경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미세먼지(PM10)**
㎍/㎥

 46(44)  46(45) 39(39)

초미세먼지(PM2.5)**  30(30)  27(26) 22(22)

공항 및 주변지역 대기 모니터링 현황 *

  * 실시간 대기 모니터링 3개소 측정결과 평균
** PM10, PM2.5의 ( ) 수치는 황사일을 제외 산정



인천국제공항공사 탄소발자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4 
tCO2

직원이동
3

3131,358 
tCO2

입주자 전기사용량

1 Scope 1

Scope 33

Scope 22

233,377 
tCO2

공항 중온수사용량

1

1

383 
tCO2

보일러

12,018 
tCO2

하수처리

120,167 
tCO2

소각장 배출량

3351,464 
tCO2

승객이동

3138,792 
tCO2

항공기 이착륙

5,563 
tCO2

공사 업무용 차량

Carbon footprint

3137,869 
tCO2

항공기 상승

구분 2016 2017 2018

Scope1 22,637 23,347 28,131

Scope2 141,288 172,276 213,536

Scope3 1,116,691 1,171,856 1,225,067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총량

※ �Scope1: 직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보일러 연료, 차량 연료, 소각)

※ Scope2: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한 전기와 스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전력, 중온수)

※ �Scope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
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항공기 배출, 입주사 사용 전력 및 중온수, 지상조업차량, 승객 및 임직원 이동)

* 데이터 산정범위 및 기준 변동으로 인한 2016~2017 데이터 변경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

승객 및 임직원 이동

항공기 보조엔진

간접에너지 (전기,중온수)

입주사

지상조업

공사소유

32%

24%

15%

14%

10%

4%

2%

2018년 결산 기준, tCO2

354,483 
tCO2

조업사

2180,158 
tCO2

공항 전기사용량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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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3223,020 
tCO2

항공기 보조엔진

3195,686 
tCO2

항공기 지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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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3자 검증의견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 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2018/19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성 및 목적
본 보고서에 포함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성과 정보와 모든 서술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습니다. 검증인은 보고서 내에 존재
할 수 있는 오류나 편견, 정보수집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가능성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보고서 품질 개선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검증유형 및 수준
검증인은 본 보고서 검증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AA1000AP(2018)1, ISAE30002, GRI Standards3 을 참조하였습니다.

검증절차 및 수행업무
검증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①보고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도 원칙 적용 여부, ②수록된 성과정보의 신뢰성, ③GRI Standards 부합 방법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검토
˙ 재무제표를 제외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정량성과 원천 데이터 검토
˙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주요 정성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 보고서 내용의 GRI Standards 지표 적용 확인

검증인은 검증절차 수행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서면질의 및 답변서 확인,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의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검증인의 수정요청과 의견을 적정하게 수용하였습니다.

검증의견
검증인은 서면질의 및 답변서 확인,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보고서 수정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수정요청 및 권고 사항 반영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본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인은 보고서에서 다음 검증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그리고 검증 범위에 포함된 성과정보
와 주장에서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담겨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포괄성_Inclusivity]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과 프로세스는 적정한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참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매 분기 개최되는 ‘시민참여혁신단’은 인천공항공사 핵심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대표적 프로세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중요 이해관계자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대성_Materiality]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해관계자와 공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경영관리 방식과 관련 성과를 적절하게 공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SR이해관계자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
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차별화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
한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_Responsiveness]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핵심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한 의견을 중심으로 주요 보고 이슈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
다. 특히 보고서의 테마를 구성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공항 안전 및 보안’,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 등의 중요 이슈는 ‘SR 이해관계자위원회’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 이해관계자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공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증범위 보고서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성과 및 목표

검증유형 및 수준 Type II - 중위수준(Moderate level)

검증기준
˙AA1000AP(2018) 4대 원칙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IPS Assurance Manual™’
˙ISAE3000 기반의 성과지표 신뢰성 검토를 위한 ‘IPS Performance Indicators Assurance Criteria™’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Core Option)’ 방법

1 �AA1000 – Accountability Principles 2018: 영국 소재 비영리 단체인 AccountAbility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개발의 검증을 위해 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표준 시리즈로서 검증 
원칙을 설명. 지난 2018년 기존 AA1000APS(2008)에 영향도(Impact) 원칙을 추가하여 개정함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3 �GRI는 1997년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정한 국제 비영리 기구로서 2000년 다국적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 2000년 공급망, 지

배구조, 윤리 및 청렴도, 반부패, 온실가스 및 에너지를 중심으로 개정한 G4를 거쳐 2016년 GRI Standards로 보다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

[영향도_Impac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고서를 통해 고유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 절감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결과를 적절히 공개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추진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측면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환경
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토 절차를 수행하였음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부합 방법]
검증인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GRI Standards: Core option’)

[성과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성과지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이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인
이 확인한 주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이슈 성과지표

안전한 공항
공항 안전 및 보안 지연운항률 감소: -0.8%p, 지상이동시간 단축: -6% 
고객정보 보호 연간 개인정보파기 건수: 7,600만 건

편리한 공항 편리한 공항을 위한 서비스 혁신 수화물처리시스템 정밀도: 99.9997%
성장하는 공항 여객 및 화물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연간 환승객 수: 800만 명
미래지향 공항 해외사업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 해외사업 누적 수주금액: 2억2천 만 달러

친환경 공항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질 관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60,232 tCO2eq
폐수 및 폐기물 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증가: +5%p

지역사회 참여 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도 연간 자원봉사 시간: 4,338시간
윤리경영 윤리 및 법규 준수 윤리경영 추진 성과: 부패방지시책평가 92.1점, 종합청렴도 8.43점, 내부청렴도 2등급

* 17개 이슈에 관한 정성(53개) 및 정량(19개) 성과지표를 검토하였으며 검증의견서에는 일부 성과지표만 기재

권고의견
검증인은 보고서가 ①인천국제공항공사의 4대 경영전략과 연계한 주요 이슈로 구성되었고, ②‘시민참여혁신단’과 ‘SR이해관계자위원회’, 설문
조사를 통해 공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안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③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
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아젠다를 중심으로 공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 향상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 발간될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정확성: 출처, 집계기준, 공시대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 인원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 관리 체계 확보
˙ 명확성: 공항산업 전문용어, 약어에 대한 해설 또는 주석 첨부
˙ 비교가능성: 성과지표 공개 시 산업 내 벤치마크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시

검증인의 독립성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 이외에는 보고서 작성 과정
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인의 적격성
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이며, 보고서 검증에 참여한 심사원은 경영, 경
제, 회계학 전공자로서 윤리경영, 인권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사)산업정책연구원 대표이사  김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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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SO 26000 진단 결과보고서

진단 표준
한국표준협회는 기술표준원 용역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
였습니다. 이 진단 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의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별 성과를 진단한 결
과입니다.
 
진단 범위
한국표준협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행 성과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장기 
전략 및 수행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 방법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관련 근거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성과에 관한 내부자료 검토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별 담당자의 인터뷰 수행
 
Ⅰ. ISO 26000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CEO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및 전 구성원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이를 반영한 전사 경영전략체계를 수립, 전담조직인 사회가치추진실을 구성하고, ‘사회가
치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모든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항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원인분석과 개선조치가 이루어져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가치
실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길 바랍니다.

사회적�책임�프로세스�진단�결과

사회적 책임인식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 상황을 검토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 참여전략을 수립

핵심주제와 이슈 분석 쟁점 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이슈목록 작성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전략, 계획수립

조직역량을 고려해 개선관리 해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 목표
와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
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의사소통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검증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보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

검증

의사소통

실행

100.0

개선
92.0 100.0

핵심주제와 이슈 분석
100.0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

100.0
100.0

100.0

100.0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사회적 책임 인식
100.0

80.0

60.0

40.0

20.0

Ⅱ. ISO 26000 7대 핵심 주제별 진단 결과

조직 
거버넌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기획예산위
원회)에서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를 심의 의결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연계된 전략 및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의결하고 전략별 실행성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목표를 
매년 경영계획 및 중장기 경영계획에 포함시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실적 보고를 통해 연간 주요 성과를 공유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

2018년 인권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헌장을 대외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인권경영 비전 및 추진목
표 등이 포함된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협력업체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영향진단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공사 경영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공사 자체 인권 실사기
준을 수립한 점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보호 및 확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길 제언합니다.

노동관행

공사의 노동관행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제로화와 신규 일자리 5만 명 창출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사업분야별 중장기 목표를 수립·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만 명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수립하고 타 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는 선도적 역할은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임직원 및 공항 상주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성충전소 및 행복강좌 등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필수 및 
선택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전사 전략 하의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공
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사 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
고,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활동, 에너지절약 캠페인, 그린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점은 고무적
인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객 및 시설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설 투자 등을 통
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정운영관행

'제도와 일상이 청렴한 인천공항 구현'을 반부패 목표로 하여 세부전략과제를 수립,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직원 참여
를 위해 청렴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제도 개선사항 및 취약분야 발굴을 독려하고 조직의 자발적인 반부패 활동 실행을 위해 부서별 청렴개선
활동인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단계별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 계약
사전단계에서 공정거래위반 여부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에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
여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점 등 공정경쟁과 조직의 가치사슬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소비자이슈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여객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 등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Top 스마트 공항 구현을 위한 100대 과제 수립
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상업시설 운영모델을 개발한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운항 및 재난 안전, 공항 보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항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종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 및 정보보안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응 능력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두 ZERO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역사회 
발전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등 투자시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및 소음대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주
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학교특성화사업지원, 장학금지원, 인천공항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공항주변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사회 니즈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모를 확대 및 개발하고 있는 점도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특
히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상주기관, 협력업체 등과 함께함으로써 양적(봉사시간 증
가), 질적(프로그램 다양화, 다양한 참여)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회적�책임�성과�진단�결과

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는 활동

인권 조직 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준수하며 실현하는 활동

노동관행 조직 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환경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
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공정운영관행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조직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소비자이슈 소비자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정보와 계약, 지속가능소비 촉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지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100.0

100.0

100.0

100.0

96.9

92.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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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70.0

60.0

공정운영 관행 환경

노동관행

인권

조직 거버넌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소비자 이슈

Ⅲ. 진단 결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 26000 대응 수준 진단 결과, 프로세스 측면은 360점 만점에 356점을, 성과 측면은 640점 만점에 624점으로 총점 
980점을 획득하여 SR 4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늘 길을 열어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인천공항’이라는 
혁신목표 아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천공항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를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와 함께 사람의 가치를 드높이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 상 진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 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 ·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 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
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 운영기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
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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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s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Organizational profile

102-1 조직명

6.3.10/6.4.1-6.4.2/
6.4.3/6.4.4/6.4.5/

6.8.5/7.8

8 ●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9 ●

102-3 본사 위치 8 ●

102-4 사업 지역 8~9 ●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 ●

102-6 시장 영역 8~9 ●

102-7 보고 조직의 규모 8~9, 74~76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 77 ●

102-9 공급망 60~63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8~9 ●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72, 88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6~19, 88~89 ●

102-13 협회 가입 현황 90 ●

Strategy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7/6.2/7.4.2 4~5 ●

Ethics and integrity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4.4/6.6.3

62~63, 홈페이지 ●

102-17 윤리 관련 자문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63 ●

Governance

102-18 지배구조 6.2/7.4.3/7.7.5 64~65 ●

Stakeholder engagement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3

76 ●

102-41 단체협약 68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76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76~78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 및 관심사 77~80 ●

Reporting practice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7.5.3/7.6.2

About This Report ●

102-46 보고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About This Report ●

102-47 중대 이슈 리스트 71 ●

102-48 정보의 재기술 관련 보고 내용에 작성 ●

102-49 보고의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102-51 최근 보고 일자 2018. 7 ●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102-54 GRI 스탠더드 적용 옵션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인덱스 Appendix ●

102-56 외부 검증 Appendix ●

GRI & ISO 26000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2: General Disclosures 

Topic-specific Standards

Disclosures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Topic GRI 200 Economic topics

Economic 
Performance

103 Management Approach 30, 36, 42 ●

직접적인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6.8.1-6.8.2/6.8.3/6.8.7/6.8.9 76 ●

Topic GRI 300 Environmental topics

Water
103 Management Approach 48 ●

303-3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6.5.4 79 ●

Emissions

103 Management Approach 48 ●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6.5.5

79 ●

305-2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79 ●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49, 79 ●

Effluents and 
Waste

103 Management Approach 48 ●

306-1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6.5.3/6.5.4 79 ●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6.5.3 79 ●

Topic GRI 400 Social topics

Employment

103 Management Approach 57 ●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77 ●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6.8.7 59~60 ●

401-3 육아휴직 6.4.4 78 ●

Training and 
Education

103 Management Approach 57 ●

404-1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6.4.7 77 ●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4.7/6.8.5 66~67 ●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103 Management Approach 57 ●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2.3/6.3.7/6.3.10/6.4.3 74, 85 ●

Non-
discrimination

103 Management Approach 57 ●

406-1 차별사건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6.3.6/6.3.7/6.3.10/6.4.3 해당사례 없음 ●

Human Rights
Assessment

103 Management Approach 20 ●

412-1 인권평가 및 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6.3.3-6.3.6

20~21 ●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21 ●

Local 
Communities

103 Management Approach 56 ●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6.3.9/6.5.1-6.5.2/6.5.3/6.8 51~53 ●

Customer Health
and Safety

103 Management Approach 22 ●

416-1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의 고객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6.7.1-6.7.2/6.7.4/6.7.5/6.8.8 24~29 ●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4.6/6.7.1-6.7.2/
6.7.4/6.7.5/6.8.8 위반사건 없음 ●

Customer Privacy
103 Management Approach 24 ●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6.7.1-6.7.2/6.7.7 해당사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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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요내용 보고 관련 내용

1.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대해 서술합니다. IIAC at a glance

2.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Thinking Ahead #1.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3.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사람중심 가치 실현4. 인권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5. 인권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6.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사람중심 가치 실현7. 노동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8. 노동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9.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친환경 공항 구현10. 환경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11.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12.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윤리경영13.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14.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15. 핵심사업이 UN의 목표와 이슈에 공헌하는 바를 서술합니다. Thinking Ahead #2. 
Our Contribution to the SDGs

16. 전략적 사회 투자와 사회공헌활동(자선활동)을 서술합니다. CSR 활동 활성화

17. 정책적 지지와 공공정책의 참여를 서술합니다. IIAC at a glance

18. 파트너십과 협업 활동을 서술합니다. 동반성장 강화

19. CEO 성명서와 리더십을 서술합니다. Message from the CEO

20.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배구조

21.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UNGC

UNGC Advanced Level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2007년 3월에 UN Global Compact
에 가입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실적을 보
고하고 있습니다. UN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촉진
하고자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규정을 Advanced Level로 정교화하였으며, 본 사회적
가치실현보고서는 UN글로벌콤팩트의 Advanced Level이 요구하는 21개 기준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GC Advanced Level은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및 공시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리더십 청
사진’과 ‘유엔글로벌콤팩트 경영 모델’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지배구조와 경영 과정을 도입하고 보고하
였음을 자체적으로 선언하고 공개함을 의미합니다.

UN SDGs 이행 노력

SDGs Goal 추진 활동

빈곤의 종식 국̇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 기여: 해외사업지역 사회공헌 활동 

건강과 복지

국̇민 스포츠 육성 
상̇주직원 건강 증진 활동: 힐링톡(HealingTalk) 프로그램
임̇직원 건강검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
K̇OSHA 18001 및 OHSAS 18001 인증 취즉(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양질의 교육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도상국가 항공인력 교육

양성 평등
인̇권 및 다양성 존중: 인권헌장 및 인권규정 제정
경̇력단절 여성 채용(경력잇기)
여̇성 인력 육성 프로그램 

깨끗한 물과 위생
수̇자원 보존 및 중수 활용 강화
폐̇수 및 제·방빙 용액 처리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에̇너지 절약 평가(입주자 및 상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좋̇은 일자리 1번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열̇린 고용 및 사회형평적 채용

혁신과 인프라
해̇외사업 활성화
제̇2여객터미널 오픈
4̇단계 건설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소̇음관리
저̇탄소 친환경 공항 추진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 탄소인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친환경 교통 확보
고̇효율 장비 등 친환경 시설 

육상 생태계 보호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소나무 숲(비스타파크)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세̇계 평화의 숲 조성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평화, 정의, 포괄적 제도 구축

사̇회책임경영 교육
윤̇리·청렴교육
윤̇리문화 확산 노력
공̇정거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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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현황 및 단체가입 현황

수상일자 수상명 수상기관

2018년 2월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5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CSR), 연차보고서(AR) 부문 대상
(Platinum Awards)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2018년 3월 2018 월드에어포트 어워즈 최고 직원 서비스상 스카이트랙스

2018년 6월 제 6회 굿컴퍼니 컨퍼런스 공기업부문 1위 시사저널

2018년 6월 2018 FAB Awards 올해의 고객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무디리포트 & 푸디리포트

2018년 9월 2018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기업부문 국가브랜드 대상 국가브랜드 진흥원

2018년 9월 2018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태평양판 어워드 8년 연속 세계최고 공항면세점상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태평양판

2018년 9월 2018 TTG Travel Award 6년 연속 최고 공항상(Best Airport) 트래블 트레이드 가제트(TTG)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기업부문 최우수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2018년 10월 2018 국가생산성대회 대상 한국생산성본부

2018년 10월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

2018년 10월 2018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 인천광역시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생태부문 대상 한국조경학회

2018년 11월 CAPA 아시아-태평양 항공 어워즈(CAPA Asia-Pacific Aviation Awards) 올해의 아시아 대형공항 상
(Asia LargeAirport of the Year) CAPA(Centre for Aviation)

2018년 11월 비즈니스 트래블러 차이나어워드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상 비즈니스 트래블러 차이나판

2018년 11월 제11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대상 종합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

2018년 12월 2018 한국의 경영대상 'Dominant of the Value' 5년 연속 고객가치 최우수기업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18년 12월 2018 웹어워드코리아 서비스이노베이션 대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

2018년 12월 제5회 글로벌 항공교육심포지엄 ICAO 교육과정 최다 교육생 배출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19년 2월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6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CSR) 부문 대상(Platinum Awards)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2019년 2월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6년 연속 연차보고서(AR) 부문 대상(Platinum Awards)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2019년 3월 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경영종합대상 한국 HRD협회

2019년 3월 2019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19 World Airport Awards) 최고 환승공항상 스카이트랙스(SKYTRAX)

2019년 6월 2019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한국윤리경영학회

주요 수상현황

가입연도 단체명

1995 환경보전협회

2001
한국항공협회

국제공항협의회(ACI)

2002
ISO 9000/14000

인천상공회의소

2003 한국생산성본부

2005 IPS 윤경 CEO클럽

2006

한국항행학회

IPS윤경SM포럼

한국능률협회(KMA)

2007
국제항공화물협회(TIACA)

UNGC, UNGC 한국협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해외건설협회

가입연도 단체명

2009 BBB운동

2011 한국CSO협회

2013 itSMF Korea

2014
인천자율환경연합회, ISO 50001

(사)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

항공보안협회

2016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무역협회

201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2018 IATA Common Use(CU) 협의체

단체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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