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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꿈을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위 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까?



지속가능경 보고서 의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기 에 부응하고

새로운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첫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는 전략과 활동,

미래에 한 의지를 담은 본 보고서를 통해 임직원에게는 지속가능경 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 당사와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주는 지속가능경 에

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보고서(Green

Report)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합하여 매년 발간하게 될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현재 성과와 이를 이끌어낸 동인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기반과

지지를 얻어 지속가능경 에 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 습니다.

보고범위 및 주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국내 타사업장 및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고범위를 본사에 한하여 작성하 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6년

경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 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에는 2007년

1분기까지의 경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의 연도별 추이분석을 위해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원칙

본 보고서는 2006년 10월 개정된 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과 국내 BSR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G3

가이드라인과 BSR 가이드라인 지표 관련 보고현황은 부록의 가이드라인 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측정방식

본 보고서는 성과지표 등 정보수집과정에서 국내외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계산식을

사용하고자 노력하 으며, 타 기업과 상호비교를 위하여 원단위를 사용하고자 수록

하 습니다. 또한, 표준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해당 산식을 설명

하 습니다.

보고서 검증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최 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커스그룹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제3자 검증을 실시하 습니다. 보고서 제3자 검증에 한

자세한 내용은‘외부 전문가 검토의견’및‘제3자 검증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 행복, 여행 그리고 비즈니스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은세계적인경쟁력을갖는물류허브구현및Air-City

건설을 통해 물류, 비즈니스, 문화, 쇼핑,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기 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사랑과나눔의

경 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 이바지하고 협력파트너와의 상생을

추구함으로써깊은신뢰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환경을 관리 상을 넘어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로 인식

하고 있으며 이를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2nd

우리나라 외 무역액 중
인천국제공항 처리비중

26%

0
환경관련 점검기관으로부터의
지적건 수

국가 청렴도 평가 (평가 상기관 중 상위)

사업파트너
가치창출의 동반자인 공항종사자 수

35,000

5%

명

건



1ST

28,000,000
2006년 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고객의 수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ACI 주관)

명



이
해
관
계
자

분
석

Sustainability Report 200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를 크게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및 임직원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위한 17 핵심가치(Core Values)를 선정하여 조직내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기준 그리고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신조(Credo)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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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결과의 활용

당사의 지속가능경 에 한 이해관계자의 불편사항 및 의견, 제도개선에 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To-do-list 관리과제는 총 342건으로 그 중

상업시설 안내간판 개선, 어린이용 화장실 개선 등 250건이 완료되어 달성률은 73.1%입니다. 미완료

과제 92건 중 17개 과제는 핵심과제에 한 검증을 위해 삭제하 으며, 개항 10주년 준비 등 29건은

중장기 과제인 Action Plan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Issue 안건의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 성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비판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참여방법을 활용하 으며, 참여결과는 부록에 첨부하 습니다.

항공사, 공항이용객, 공항상주기관 등 사업파트너와 지역사회, 임직원을

상으로 지속가능경 전반에 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습니다.

설문조사

국제공항협회(ACI),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내외 항공전문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국내외 고객을 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 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 조사

총 13개 부문의 포커스그룹 중 정보화 부문, 2단계 건설 부문, 물류

부문에 해 국내외 전문가를 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

경 에 한 인터뷰를 실시하 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 지속

가능경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 습니다.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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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의 고객 그리고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에 하여 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운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구현을 목표로 2001년

3월 개항한 이래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안정적인 공항운 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06년에는 국제화물운송 2위, 국제여객운송 10위권,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함

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 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에

Global Top 5 Air Hub를 달성하고자 여객∙화물∙정보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 쇼핑∙관광/레저∙비지니스기능이 망라된 국제수준의 복합도시(Air-City)

건설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21세기는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시 이므로 허브공항은 국가

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FTA, 항공자유화의 지속적 확 로

인해 공항간 무한경쟁시 또한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 및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체에너지 상용화 등 경 환경 전반에 있어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응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이 주변공항과의

치열한 허브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허브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메가허브공항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장기 지속가능

경 전략 틀인‘Dream 2030’을 새롭게 마련하 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 전략을 토 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혁신, 창조, 윤리, 사회책임, 가족친화,

환경에 한 전 세계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임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전 세계 고객에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스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과 시설, 서비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환경(Star&star Life)을 제공하고자 끊임

없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항행안전시설 5만시간 무중단 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완벽한 안전 및

보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언제나 무한의 신뢰와 편안함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 전반에 한 총체적인 진단과 혁신을 통해 전 부문을 단순화, 정형화, 표준화시키고 시스템화

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이 선진 해외공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비즈니스 인프라구축이 가능하도록 상시 혁신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열린 기업문화,

기업정서 구축, 일중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 정착, 창의적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항공시장

블럭화 및 자유화, 해외 선진공항의 사업 역 다각화 추세에 응하여 그간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운 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외사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
E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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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속가능경 으로의 위 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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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 체계 구축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로벌 기업에 걸맞는 윤리경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점차 다양해지고 높아져가는 이해관계자들의

기 를 넘어서는 윤리경 의 정착과 더불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을

소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환경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올해 처음 발간되지만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다양한 지속가능경 활동 및 성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꿈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희망과

의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전 세계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의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토 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함께 꿈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임직원은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인간 모두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지속가능경 활동을 통해서전세계고객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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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해 1992년에 한국공항공단 내 신공항

건설본부로 발족된 이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거쳐 1999년 2월, 인천국제

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운 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개항을

성취하 고 이후 6년간의 운 을 통해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권, 화물처리

세계 2위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 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2008년 상반기 예정인 2단계

완공에 비하여 운 체계 개선 및 시설배치 조정 등 공항운 효율 극 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경 전략인‘Vision 2010’과 장기지속가능전략 틀인

‘Dream 2030’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 성과운 성과

국제여객 세계 10위권 국제화물 세계 2위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시현

14

(단위 : 만명) (단위 : 만톤) (단위 : 억원)



2단계 주요시설 건설현황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등 1단계 주요시설이 2008년경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조원(민자제외)이 소요되는 규모

프로젝트로 2006년 말까지 전체 공정 중 63.3%를 완료하 으며, 2007년에는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를

거쳐 200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항운 효율화

주변공항과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항운 환경은

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4,300만명, 화물 380만톤 및 매출

1.5조원 시 가 도래할 것이며‘A World Best Air Hub’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2단계 공항시설 운 에 비하여 자체 효율성 분석을

통해 10개 분야의 공항운 효율 극 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변공항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별 공정현황

회사개요 2006년 12월 기준

조직구성 4본부 4실(원), 933명

회사명

공사설립일

자본금

총자산

인천국제공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1999년 2월 1일

3조 3,524억원 (주주구성 : 정부 100%)

7조 3,581억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출자회사

회사위치

8,753억원

1,451억원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스카이72(주),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감사위원회

이사회

사장(CEO)

부사장

경 기획실 관리본부 운 본부 운항본부 건설본부 허브화전략실 안전보안실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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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는 하루 평균 약 500편의 항공기와 항공기 지상조업차량 및 장비 약 6,469 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에 비

1일 4회 활주로 포장면 점검, 이동지역운전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개항이후 항공기 사고 Zero’를 향한 노력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CAT-Ⅲb등급으로 운 되는 인천국제공항이 5만 시간 무중단 운 의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01년 3월 개항 이후 단 한차례의 중단 없이 5만

시간 연속 가동은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성과입니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관제사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CAT-Ⅲb는 미국 덴버공항을

포함한 전 세계 8개국 15개 공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이착륙 시정거리 등급이며, 그 중

인천국제공항이 최고라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안전공항은 곧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신뢰를 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_ 김휘양 관제사

하늘을 지키는 Guardian, 인천국제공항

안전사고예방

프로그램

공항소방 는 항공기사고 등 공항내 재난사고시 즉각적인 처를 위해 항공사, 소방서, 경찰서, 협정병원과 유기

적인 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고시

인명구조 체계

국내 최초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항공보안 및 보안검색분야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공항, 정부기관, 산업체,

학계 등의 보안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교육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사고‘Zero’의 초일류 안전공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운 효율화

및 시설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활주로 가시거리 100m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CAT-Ⅲb 운항등급으로 운 하고 있으며, 개항 이후 현재까지 항행안전

시설을 무중단(5만 시간 무중단 운 : 2006. 12)으로 운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인천국제

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를 상으로 항행안전시설에 한 설문조사결과, 동 부문

세계1위 서비스 공항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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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보건경 시스템(KOSHA 18001) 인증

재해예방과 손실감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안전

보건경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 중에

있습니다. 

건설안전체험교육센터 운

2단계 건설현장 근로자와 감리단, CM 등 관리자에 해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한국

산업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운 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안 및 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세계 최고의‘Safe Airport’를 위하여 중장기 Master Plan(2006~2010)을 수립하 으며 이를 토 로

완벽한 운항 안전기반 확보, 무재해 사업장 실현,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 일사불란한 재난 응능력을

목표로운항안전, 산업안전, 보안, 재난∙재해, 보건등 5개분야에걸쳐 52개과제를추진중에있습니다.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 직원들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에 하여 직원들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최 한 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실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만프로그램,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운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사업파트너, 2단계 건설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운 분야 재해율은‘Zero Defect’를 달성하 고 건설분야 재해율은 0.07%로 우리

나라 건설업 평균 재해율(0.75%) 비 9.3%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운 분야 재해율 0%’를 향한 무한도전

운 분야 재해율 현황 건설분야 재해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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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감사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등 반부패 관련 사규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는

윤리헌장 제정, 고객 옴부즈만 제도 등 윤리경 을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리경 이 채 정착되기도

전인 2004년에는 입찰관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발생으로 국민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등 조직의

위기를 맞기도 하 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윤리경 을 정착시키고자 CEO의 강력한 실천의지 아래 윤리지침

전면 개정 등 각종 윤리 실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 인권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의

지속가능경 으로 그 범위를 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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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6년 윤리지침(Code of

Business Conduct) 제정을 통해 임직원에게

명확한 윤리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

지침을 통해 최고경 자를 포함한 간부직원은 매년

윤리지침을 잘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동의서를 작성

하며, 사업파트너는이해관계자신고서를작성∙제출

함으로써 스스로 윤리적 해이를 경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경 미션

�월례조회(12회), 사내메일(19회), 전 직원 상 워크샵(4회)

‘윤리경 및 부패 행위 근절 및 실천의지 피력’

�CEO 신년인터뷰‘2006년 윤리경 실천의지’표명

(인천일보 2006. 1. 12, 경인일보 2006. 1. 12, 중부일보 2006. 1. 19)

�서울과학종합 학원‘4T CEO과정’(2006. 2. 21)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업의 투명성과 조직원의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토 중의 하나’

�미래포럼 강연 (2006. 5. 4)

강연주제 : ‘투명과 믿음의 사회’에 한 강조

�‘공항공사 부패와의 전쟁선포’(경인일보, 2006. 8. 1)

�윤경포럼(2회),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총회(3회) 활동

CEO의 강력한 윤리경 실천의지

입찰관련 부패행위로 초래된 조직 신뢰도의 위기를 맞아 CEO는 취임초기부터 강조해 온 윤리경

철학과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 직원 조회, 각종 교육 및 워크샵, 사내메일, 외부강연, 언론인터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윤리위기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CEO가 모든 윤리관련 의사결정 및

제도개선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윤리경 에 드라이브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것,

투명성은 경 의근간,

인천국제공항공사의핵심

가치로 Integrity강조”

-CEO 취임사에서 (200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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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추진성과

윤리체질화 교육

윤리경 에 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임직원 개개인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과 사례발표 등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회계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리 캠페인 및 윤리경 실천 지원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내‘경조사 통보 금지’,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사업파트너

에게는 2005년부터 클린카드제를 도입하 으며 선물, 향응제공 금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업파트

너와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5년부터 부패방지 전담신고

센터인‘클린센터’를 운 하는 등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윤리경

실천을 위해 2006년부터 선물반송센터를 운 하고 있습니다.

상

일반직원

신입직원

윤리간담회

교육내용

월례조회 등 교양강좌, 사이버강의, 

직급별교육

신입직원 교육(윤리교육 필수)

각 부서별 윤리경 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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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고경 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윤리 위기위식 공유,

지속적인 윤리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국가 청렴위원회의 2006년 청렴도 평가결과 전체 304개 피평가기관

중 14위의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임직원은더욱투명하고깨끗한기업문화를정착시켜고객과국민에게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가 청렴위원회 평가, 청렴우수기관

입찰개선

●조사목적 : 간부직원들에 한 윤리위기 의식 확산

●조사업체 : 갤럽코리아

●피 평가자 : 본부장 4명, 실(단, 원)장 5명, 팀장 84명, 1∙2급 팀원 15명) 총 108명

●평가방법 : 다면평가(상위평가, 동료평가, 하위평가 병행)

●조치 : 청렴도 결과 개인 통보 및 부진부서 책마련 수립시행

●입찰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부서별 내부견제 시스템 도입

●복수예비가격 전면공개

●입찰평가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전자입찰제도의 확 시행

●정기적 순환보직으로 직원유착가능성 방지

●수의계약 상사업 축소

●발주문서 보안 강화

간부직원 청렴도 측정

전담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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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발표한 2006년 세계항공수송통계에 따르면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권, 화물처리 세계 2위(누적화물 1천만톤)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06년 세계항공교

통학회 선정‘공항 효율성 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 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구현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운 , 공항복합도시(Air-City) 건설을 위한

프랑스 Fashion 협회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경 혁신과 창조경 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속적 가치 창출의 토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conomy & Growth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 2년 연속 1위를 비롯하여 TIME지, CAPA(Center for

Asia Pacific Aviation), Global Traveler지 등 각종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 습니다. 또한

가족친화경 의 실천과 여성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Mother-Friendly Workplace)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으로 인정받아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의 우수성이 내외에 입증되었습니다.

People & Society

공항건설 및 운 분야 ISO14001 인증 취득 이후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재인증을 취득하는

등 환경경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시설 구축으로 24시간 항공기소음, 기질,

수질 등 주요오염원에 한 관리를 수행하고, 주변 생태계 향분석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관련 정보공개 및 다양한 환경활동 수행으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친화적 공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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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1천만톤 돌파

2006년 6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항공화물 누적 운송량이 마침내 1천만톤을

돌파하 으며 경쟁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과 격차를 인천국제공항의 83%

수준까지 확 함으로써 동북아의 물류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개장

지난 3월 화물터미널지역 1,090,000m2와 공항물류단지지역 992,000m2을

포함하는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의개장을계기로인천국제공항은‘A True

World Class Logistic Hub’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 습니다.

쉥커 등 다국적 물류업체 유치

세계 항공운송 2위의 다국적 물류업체인 쉥커, AMB, DHL 등 로벌 물류

업체들이 잇달아 인천국제공항에 동북아 허브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물류업체들의 동북아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패션아일랜드 MOU 체결

프랑스 Pret-A-Porter패션협회와 컨벤션, 패션아카데미 등을 포함하는 패션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하 습니다. 패션아일랜드사업은

Air-City개발의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아시아의

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공항 허브화의 실현과 함께 21세기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CS경 네트워크 구축

고객의 유형을 공항특성에 맞게 여객, 물류, 지원분야로 분류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CS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주기관, 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업시설 입주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다양한 운 주체들이 고객

에게 체계적이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 습니다.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와 환경'을 핵심 사회공헌분야로 선정하여, 공항 인근 지역의 문화∙

교육∙복지활동 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 관심사인 자녀교육을

매개로 단순한 후원활동에서 벗어나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 습니다.

상호협력의 Win-Win 파트너쉽 구축

공항운 을 담당하는 사업파트너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시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이해관계자에 한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쉽을 구축하 으며,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여 사업파트너의 임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 습니다.

가족친화경 의 실천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해 직원 복지 증진과 함께 가족친화경 마스터

플랜과 신인사제도 수립 등 다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 으며,

가족친화경 의 실천을 위해 직원도움제도(EAP) 등을 운 하여 직원의 정신

건강과 각종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 습니다.

공항운 /건설 ISO14001 재인증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 과 건설 양 부문에서 ISO14001 인증을 획득

하 으며 환경업무 전반에 걸쳐 환경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고 환경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전담

조직을 두고 지속적인 자체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수처리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번 사용한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처리시설을

설비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

할 뿐 아니라 연간 약 15억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노력을 통해 전기 및 열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항공기 조명제어시스템을 통해 매년 전력비 4억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Green Communication

각종 환경관리시설 운 에 지역주민과 협의체, 환경관련 감시단이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인근 섬지역 주민을 상으로 다양한 초청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환경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여객터미널내 환경사진전 전시, 환경 다큐멘터리(불편한 진실) 시사회 개최

등 다양한 친환경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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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은 IMF 외환위기로

시련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 주었으며, 개항

6년만에 공항서비스평가 2년 연속 세계 1위, 국제여객 10위권,

국제화물 2위를 달성하 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등주변국가들은이미공항을21세기

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인식하고경쟁력있는허브공항육성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으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2005년 7월 제3 경 진의 출범을

계기로 지속가능경 전략 Vision 2010을 수립하 습니다.



Vi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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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으로 가는 길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관문이자 세계의 길목으로써 세계가 부러워

하는 공항, 이해관계자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는 공항, 사용자가 극찬

하는 공항,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항이 됨으로써‘A World Best

Air Hub’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책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혁신경 을 통해 공항운 체계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고 전사적인 혁신의 공유와 능동적인 변화를 추진함

으로써 공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Dream World Project 등 창조경 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새로운 성장기반을 확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에게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

(exciting New experience)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극 화

하고 있으며, 가치창출의 동반자인 사업파트너와는 상생의 경 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 경 과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임직원에

게는 가족친화경 을 통해 가족의 가치,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14001 인증 취득을 통해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에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Vision 201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Vision 2010을 통해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2010년까지 세계 5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Global Top 5 Air Hub by 2010   2010년까지 공항서비스 제 분야(여객, 화물, 서비스, 효율성, 연결성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로벌

5위권, 즉‘A World Best Air Hub’로 도약함을 의미

지속가능경 추진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7월, 현 CEO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Vision 2010을 수립하

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이해관계자 측면을 기반으로 윤리경 , 창조경 , 혁신경 , 사회책임경 , 가족친화경 , 환경경 등

6 역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Vision 2010을 넘어 2030년까지의 미래 경 환경변화에 한 예측과 전망을 토 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Dream 2030)을 수립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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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물류허브공항 구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단계 자유무역지역(2,083,000m2)의 성공적인 운 에 이어 2단계 물류단지(920,000m2)의 조기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Capacity를 확보하는 한편 항공사에 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항공노선망을

지속 확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성 및 환승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2010년까지 환승률 20%를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20/1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환승수요를 지속적으로 증 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급성장하는 중국의 항공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해 중국~인천국제

공항/인천항~개성공단을 연계하는 환서해안권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중국 비즈니스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선진공항을 능가하는 Cargo 서비스(Cargo Plus 2 Project) 등 물류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변 공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생체정보시스템, Fast Track Service 등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U-Airport를 구현함으로써 차별화된

CS경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 추진전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은 Vision 2010의 달성을 위한 중장기 실행과제인 5 전략과 각 전략과제별 핵심적인 실행과제들로부터

도출된 중장기 마스터 아젠다에 의해 실천되고 있습니다. 

27



5 전략

2단계 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변 공항과의 치열한 허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2년

부터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3.9조원에 이르는 규모 프로젝트로써 2007년

말까지 전체 공정 중 88.2%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7년은

2단계 공항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시운전 및 운

준비기로써 2008년초에 종합시험운 을 거쳐 2단계 운 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원가관리 및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품질경 시스템의 철저한 이행,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무재해 달성, 투명하고 체계

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2단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전략

국제공항복합도시(Air-City) 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서‘동북아 물류 중심지화’와‘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광∙레저, 국제업무∙컨벤션, 쇼핑∙엔터테인먼트, 휴양∙의료

기능의 국제공항복합도시(Air-City)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광레저의 삼각 네트워크(인천~강원~제주)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場의

Cluster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20년 1억명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외국인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Air-City개발은 공항 주변의 약 17,422,000m2 부지에

Fantasy World, Fashion Island, Water Park, Eco Park, Medical Hub&8 Star Village, Ocean

Landmark 등 6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Fashion Island, Water Park 등 전략적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3활주로 및 계류장 탑승동 A

IAT 시설(IIAC Star Line) BHS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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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공항기업 실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초일류 경쟁력을 지닌 로벌 공항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성제고 종합

책을 바탕으로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등 경 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 혁신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혁신과제를 전사 비전 및 경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추진이 곧 혁신실행과 연계되는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경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와 역량중심의 HR체계 확립, 인재개발, CS(고객서비스) 등 3 분야에 혁신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가치창조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고객의 기 를 넘어선 차별화된

공항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여성친화 접근 등 가족

친화경 을 통해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협력사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 전략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공항위상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지역사회, 사업파트너는 물론 국제기구, 항공사 등 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인천하늘축제(Sky Festival), 한국 전통숲 조성, 주민문화복지회관, 공항 인근학교 특성화

사업 등 상주직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비전과

BI(Brand Identity)를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이미지 브랜딩을 실시함으로써 인천국제

공항이 한민국의 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공항산업을 견인하는 선도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ACI총회, 세계공항포럼 등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해외 주요공항들과의 전략적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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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목표

인천국제공항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2010년까지 세계 5

공항으로 도약하고자 지속가능경 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전략적 공항개발,

신규 사업발굴, 공항운 효율성 극 화 등 창조경 , 혁신경 을 통해 현재보다 여객 1.5배(4,300만명),

화물 1.7배(380만톤), 매출액 1.8배(1조 5,300억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표허브공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경 투명성 강화,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회공헌

활동, 일과 삶의 조화 등 윤리경 , 사회책임경 , 가족친화경 을 통해 고객과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공항운 및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환경관리를 통해 경제적 수익성과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친환경 공항

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경제분야

사회분야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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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추진조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 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Vision 2010과 연계한 지속가능

경 추진조직을 운 하고 있습니다. 경 기획실에서 Vision 2010과 연계하여 지속가능경 업무를

총괄하고, 사회적 책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공헌단에서 사회책임경 및 환경경 관련 사항

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SQ 공항서비스 평가 조사, 고객의 소리(VOC) 관리, 상업시설 고객

만족도 조사, 상주업체 직원만족도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결과를 반 하는 한편,

Focus Group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경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 확산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 의 확산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취임초기

부터 CEO가 직접 나서 지속가능경 에 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임단장급 워크샵, 사내

MBA, 신입사원교육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경 에 한 내부직원들의 공감 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CEO의 다양한 외부강연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의지와 틀을 외적으로 공유∙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종합과학 학원‘4T CEO과정’(2006. 2. 21)

- 강연주제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사례

�미래포럼 강연 (2006. 5. 4)

- 강연주제 : 세계의 중심공항으로 가는 길

‘투명과 믿음의 사회’에 한 강조

�서울과학종합 학원‘4T CEO과정’(2006. 10. 24)

- 강연주제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혁신경 )

�국민 행정 학원 최고 지도자과정 (2006. 10. 26)

- 강연주제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혁신경 )

�인하 경 학원 (2006. 11. 23)

- 강연주제 : A Silk Road to World Best Air Hub 

‘지속가능 경 을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윤경포럼(2회),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총회(3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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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2030

21세기는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시 이며 허브공항은 국가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공항의 지속적인 확장과 인프라 투자, 장기

성장전략 마련 등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또한 주변

공항과의 치열한 허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초일류 메가허브공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 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전략으로써 Dream 2030을 수립하

습니다. Dream 2030은 인천국제공항이 다가올 미래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응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 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

습니다. Dream 2030은 중장기 비전인 Vision 2010을 넘어 인천국제공항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세계 초일류 메가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 비전 및 성장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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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 환경 변화 및 응

다가올 미래에는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블럭화 역시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평화체제가 가시화되는 한편 남북통일 시 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항공자유화가 범세계적

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도 동북아 3국, 아세안,

인도 등을 아우르는 통합 항공운송시장이 출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BNT로 변되는 첨단기술이 공항운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우주선 개발의 상업화와 더불어

우주관광상품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신흥

시장의 중산층이 거 소비세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성과

시니어층이 사회, 문화의 중심에 진입하고 자연친화적 환경과

삶의 질에 한 욕구가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물결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응해 공항산업에도 새로운

비전과 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목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술, 항공운송산업, 경쟁국 공항개발정책 등 미래 경 환경변화에 해 수많은 워크샵과

포럼 등을 통하여 얻어진 세계적 석학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미래에 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항공업계와 학계, 전문연구

기관의 치 한 분석과 검증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의 거 한 미래 청사진(Dream 2030)을 마련하 습니다.

Dream 2030

Dream 2030은 미래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로벌 공항 네트워크 구축, 공항시설의 적기 확충, 미래 고객욕구에

한 응,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구현, 남북 통일시 의 비, 국제자유도시 구현 등의 6 장기전략을 통해‘세계 초일류

메가허브공항’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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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전략

로벌 공항네트워크 구축

세계 주요 거점공항을 연결하는 방 한 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운 모델을 최고의 공항상품

으로 발전시키고 로벌 투자은행, 국내외 전문기업과의 사업파트너쉽을 갖추어 무상협력에서 컨설팅, 전략적 제휴, 직접투자, M&A를 망라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인도 등 세계각지의 거점공항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 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거점을 연결

하고 새로운 환승수요와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진정한 로벌 공항그룹의 위상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단계별 공항시설 적기 확충

연평균 6% 의고성장을계속하는 아태지역항공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다지고 미래 항공운송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최적의

공항시설을 확보해 나아갈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는

2015년 경에 기존 2단계 시설용량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여객은

6,500만명 화물은 520만톤, 2030년에는 여객은 1억명, 화물은

80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3단계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에도 단계별로 공항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항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CIP, LCC 등

새로운 항공수요에 응하기 위한 다기능 전용터미널을 개발하는

한편 체에너지 사용 등의 친환경 공항 운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1차 거점(지역 교두보)

� 2차 진출지역

� 1단계 사업

� 2단계 사업

� 3단계 사업

� 4단계 사업

� 5단계 사업

35

�지역의 표적 공항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물동량 창출가능 공항

�지역 교두보로서의 역할 가능 공항

선정기준

단계별 건설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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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IT를 기반으로 미래 공항서비스 선도

미래 트랜드를 고려한 신개념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항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것입니다. 브릭스, 비스타로 변되는 신흥

시장의 성장, Well-Being 욕구 증 와 시니어 및 여성의 사회중심 진입, 소비/문화 성향의 다원화 등 새로운 사회 흐름을 반 하여 시장과

계층별 고객의 특성과 니즈에 적합한 차별화된 공항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생체인식/지능형로봇/RFID/USN 등의 IBNT 신기술을 출입국,

통관, 검역, 보안, 물류체계 등 공항운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공항주변지역까지 확 하여 첨단기술과 고객서비스가 조화를 이룬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 공항을 실현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로 로벌 물류허브 구현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를 구현할 것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항공물류 멀티허브화에 의한 국내 물동량

감소, 중국/인도 물류의 고성장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신흥시장의 화물노선 개발과 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며,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정비/부품, 첨단 IB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를 개발하여 미래 항공물류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갈

것입니다.

또한, 북경/천진, 환발해만권, 무한/성도지역, 동북3성 등 중국 거점지역의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한-중-일을 Air & Air, Sea & Air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물류모델을 개발하고 인천국제공항 내에 중국기업의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한-중 간 상호 Win-Win을 위한 협력적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 물류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물류모델을 첨단 항공물류정보시스템과 결합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주변 산업클러스터와 북한의 개성공단, 더 나아가 한중일은 물론 아세안-인도까지 아우르는 로벌 SCM 허브의 면모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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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시 를 비한 공항운 체계 구축

다가올 남북통일시 에 비한 공항운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을 잇는 물류체인에

북한의 경제특구를 배후생산지로 포함시키고 이를 시베리아, 중국의 륙 횡단철도와 연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물류시너지를 남북한이 공유

하도록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공동협력을 통해 공항을 개발∙운 하는 한편 남북한 공항운 체계를 재정비 함으로써 인천

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범 한반도 공항네트워크’의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Air-City) 구현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관광/레저의 허브로 개발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공항 주변지역을 관광/

레저, 국제업무/컨벤션, 쇼핑/엔터테인먼트, 휴양/의료 등의 6개 클러스터로 구성된 Air-City로 개발하여 이를 홍콩, 마카오와 같은 특별자치

구로 발전시키는 한편 강원-제주, 북한의 주요 관광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일본의 거점도시와 연결함으로써 동북아를 표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국형 Landmark

마리나두부/해양레저스포츠

왕산(Ocean Landmark)

세계적 의료단지

의료센터/건강증진센터

을왕산(Medical Hub)

자연친화 휴식

생태공원/체험학습

오성산(Eco-Park)

세계적 복합레저

관광/레저/숙박/업무/컨벤션

IBC-Ⅱ(Fantasy World)

쇼핑∙패션 클러스터

패션 Complex/Air-City Park

IBC-I 2단계(Fashion Island)

수상스포츠 메카

경정훈련원/수상레저스포츠

남측유수지(Water Park)

공항지역

활주로 및
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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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창조를 통한

경제성과

경제성과 및 전략 (DMA)

공항운 성과

경 혁신

창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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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가치 � 경제적 가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항공산업에 적극적인 응을 통한 성공적인 운 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ㆍ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Vision 2010의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전사

적인 경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사업 구조로의 발전을 위한 창조경 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 지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3 가이드라인 9개 지표와 BSR 가이드라인 10개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 향의 중요성

및 이해관계자에 한 향력의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 습니다. 직접 경제가치 및 간접 경제가치 창출과 배분,

혁신경 과 창조경 4가지 지표를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지표로 설정하 습니다.

공항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성장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개항한 이후, 2006년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여객운송 세계

10위권의 공항으로 성장하 으며,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2년 연속 1위, 세계 교통학회(ATRS) 주관 공항

효율성 상 수상 등을 통해 2006년 공항 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4년 앞선 2004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2004년

이후 연간 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8,75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 고 업

비용 3,952억원 (44.9%), 자본비용 1,747억원(19.9%), 임금 및 복지 410억원(4.7%), 납세액 520억원 (6.0%)

등을 달성하 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경

2005년 제3 CEO 취임 이후, 비전달성을 위한 5 경 전략별 실행계획 수립 등 전략적∙체계적인 경

혁신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2006년에는 경 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인재개발, 성과와 역량 중심의 HR 체계

구축, CS 혁신 등 전사적 차원의 혁신을 실시하 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총 46회에 걸쳐 404명의 해외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역벤치마킹 우수 사례 통령 표창을 수상

하 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

자유무역지역 개장과 아시아 공항 중 가장 단기간 내 화물 1천만톤을 달성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2단계 건설 완료 이후 운 효율성 극 화를 위해 Peak Time 해소, 심야 운항 활성화

및 상업시설 항공사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복합도시(Air-City) 건설을 위한 Dream World

Project 로드맵을 수립하고 프랑스 패션협회와 Fashion Island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습니다.

추진 성과 �

경제성과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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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erformance

경제성과 체계 �

향후 계획 �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의 위상 정립

인천국제공항은 주변공항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시

혁신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업구조를 발굴ㆍ실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목표와 과제를 비전 및 5 경

전략별 세부과제와 연계ㆍ수립하여 지속가능경 전략 Vision 2010이 실현되는 2010에는 여객 4,300백만명,

화물 430만톤, 매출 1조 5천억원의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것이며, 생산유발효과 40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1조원 등 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사적 차원의 혁신활동 강화

혁신공유와 전 임직원의 능동적 변화를 통해 Vision 2010의 5 경 전략과 248개 세부 실행과제 구체화를

통한 가시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경 혁신체계를 굳건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속적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창조경

Peak Time 수요 분산 및 U-Airport 구축 등을 통한 공항 운 효율성을 극 화 하는 한편, 1천만명의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Dream World Project 를 본격 시행하여 공항복합도시(Air-City)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즐거움, 최고의 만족, 물류ㆍ비즈니스ㆍ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공항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성공적인 건설 및 운 을 통해 축적된 Know-How를

기반으로 전략적 거점공항 개발 및 해외 공항사업에 적극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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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 성과

항공기 운항

2006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연간 실적은 국제선 177,841편, 국내선 4,166편 등 총 182,007회로

1일 평균 499 (국제선 487편, 국내선 12편)가 운항하 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원화절상, 고유가 등 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항공수요의 창출 노력으로 전년 비 13.2% 증가하 습니다. 항공기

운항 실적은 2001년 개항 이후 국제선 기준으로 평균 10.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

2006년 총 28,191,116명(1일 평균 77,236명)의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했고, 이중 27,661,598명의

여객이 국제선을 529,518명이 국내선을 이용하 습니다. 환승여객은 3,359,794명으로 전년 비

10.0% 늘어났으며, 환승율은 전년 비 0.2% 증가한 12.1%를 기록했습니다. 여객운송은 동남아 한류

열풍, 내국인의 해외관광 및 유학연수의 확 에 힘입어 전년 비 8.2%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으며, ‘Project 20/10’종합 책을 수립하여 환승률 증 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 실적은

2001년 개항 한 이후 평균 8.4%의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개항 이후 6년만에 세계 10위권 공항으로

성장하 습니다. 

화물 운송

2006년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화물/환적화물/우편물 포함, 수하물 제외) 연간 운송실적은 총

2,336,572톤으로 1일 평균 6,402톤의 화물을 처리하 으며, 이는 전년 비 8.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선 항공화물은 2,336,108톤, 국내선항공화물은 463톤의 비율을 보 으며, 환적화물량은 1,123,673

톤으로 전년 비 18.2% 성장, 환적률은 48.1%를 기록하여 전년 비 3.9% 증가하 습니다. 화물 운송

실적은 2001년 개항 이후 평균 8.8%의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개항 이후 6년만에 화물운송실적 세계

2위의 공항으로 발돋움 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개항 이래, SARS, 이라크 전쟁, 9.11테러와 같은 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한 결과 개항 6년만에 여객 세계 10위권, 화물 세계 2위, 세계공항

서비스 1위의 세계 최고 수준 공항으로 성장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항간 치열한 경쟁속에서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함은 물론, 세계 공항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고자 내외 환경변화에 한 적극적 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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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경 성과

고유가, 원화강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수요증가 및 신규수익 창출에

노력한 결과 매출액은 개항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업활동으로

매출액 8,752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 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당기순이익 시현에 힘입어 2006년에는 총자산 7조 3,581억원 총부채 3조 8,349억원을 기록

하 으며 부채비율 또한 2001년 개항 비 57.2%(166.0%→108.8%) 개선 되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한 재무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의 시현은 2008년 이후로 예상되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당초 예측 비 4년 앞선 200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기순이익은 1,451억원으로 전년 비 17.1% 증가하 습니다. 이는 운항

및 여객 증가에 따른 항공수익 및 상업시설 수익증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유럽

222개개 도시도시
(15(158회회//주주)

오세아니아오세오세오

5개개 도시도도도도
(32회/주)

아시아시아

3133 개개 도시도시
(700회회회//주주)

일본

인천

25개 도시
(371회/주)

북북미

2222개개 도시도시
(383회회/주)

중국

31개 도시
(721회/주)

중동

55개개 도시도시
(19회회//주주)

카아프리카

1개 시도시
(3회/주주))

63개 항공사 43개국 142개 도시 (출발편 기준, 운항횟수) 신규취항 항공사에 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항공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등 9개 항공사가 신규로 취항하여 `2006년말 기준

으로 개항시 47개 항공사에서 25.4% 증가한 63개의 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주요재무지표

매출액 증가 추이

당기순이익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과 목

매출액

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6

875,256

406,406

202,013

145,128

7,358,139

3,834,957

3,523,182

2005

792,549

343,792

175,551

123,893

6,685,567

3,609,536

3,076,031

2004

705,117

275,889

114,060 

149,533

6,270,247

3,563,201

2,707,046

2003

592,909

177,541

–29,521 

–29,521

6,091,858

3,696,129

2,395,729

2002

554,113

148,132

–103,236 

–103,236

6,173,529

3,846,736

2,326,793

Air Hub 기반
강화를 위한
항공사 유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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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치 배분

2006년 창출된 매출액 8,752억원 중 64.8%는 생산활동을 위한 업비용과 자본비용으로 지출하 습니다. 잉여경제

가치는 2,059억원으로 매출액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된 가치인 업비용, 임금 및 복지, 자본비용, 납세액, 지역사회

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1) 특히 관련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객,

임직원, 사업 파트너,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06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적 이익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나누는 개괄적인 그림과, 2004년부터 3개년

간의 주요 경제가치 배분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제적 파급효과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전체 출입국 인원의 80%를 처리하며, 교역금액 기준 수출입화물 1,558억불로 국내 최 무역

관문으로 국가경제의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상의 각종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생산유발효과 40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유발효과에 적정계수 18.8%3)를 적용한 인천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0년 생산유발효과 7.6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원, 고용유발효과는 5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1) 잉여경제가치가 당기순이익 1,451억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이 경제적 기여실적으로 반 , 즉 비용으로 차감

되지 않았기 때문

2)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GRI G3 가이드라인 지표규약 계산방법을 참조하여 산정

3)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중 인천지역에 미치는 효과 배분은 2004년 GRDP(서울 23.1%, 경기 19.9%, 인천 4.7%)와 개항 전∙후의 인천

운수업 비중 증가율(202%) 등을 고려하여 18.8%로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창출된 경제가치

매출액

창출된 경제가치의 활용

업비용 : 제조원가, 비품 건물 토지 등 구매비용

임금 및 복지 : 임금, 복리후생비 등

자본비용 : 이자, 배당금 등

납세액 : 법인세, 지방세 등

지역사회기여 : 기부금, 각종부담금 등

잉여경제가치

20062)

875,256

392,563

41,077

174,729

52,083

8,854

205,959

2005

792,549

364,862

40,598

169,196

16,297

4,728

196,951

2004

705,117

349,420

37,988

177,893

11,035

104

12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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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s 2006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 업이익률

안전성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EBITDA 기준)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단위 : %)

(단위 : %)

(단위 : %)

(단위 : %)

(단위 : 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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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혁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혁신은 혁신후의미래에 한상호신뢰를바탕으로자율적ㆍ능동적참여를통해스스로변화를추구

하는 과정으로, 지속가능경 전략인 Vision 2010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입니다.

혁신 추진체계도

전략적 경 혁신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전 및 전략과 연계된 혁신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의혁신은전사비전및 경 전략과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비전 및 경 전략 달성을 가속화 하고 촉진하기 위한

실행방법 및 지원체계로서 비전 및 경 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가

곧 혁신 과제가 되고, 일상업무 추진이 곧 혁신실행과 연계되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혁신경 의 방향을 설정하 습니다.

중장기 경 혁신체계 기반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3 CEO 취임 이후 59개의 Action Plan과

215개의 세부실행과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경 전략인 Vision 2010과

핵심 실행전략인 31개의 Master Agenda를 수립함으로써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경 혁신 추진 토 를 마련하 습니다.

경
제
성
과

Sustainability Report 2007

46



혁신실행 과제의 추진 가속화

경 혁신은 전사적 차원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경 의 3 요소라 할 수 있는 3P(PEOPLE, PROCESS,

PRODUCT)를 상으로 각각 조직문화, 업무 프로세스, 사업구조를 혁신한다는 3 혁신목표를 설정하 습니다. Vision 2010에 따른 5 경

전략별 Action Plan, Master Agenda 및 2006년 경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존 혁신과제들의 실행을 통한 성과창출이 곧

혁신목표 및 혁신전략의 달성을 의미하므로, 248개 과제의 추진 가속화를 통해 가시화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추진 조직 확 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사적인 혁신 추진조직을 구성하 습니다.

기존의 전담조직이었던 혁신기획팀에서 경 혁신관리단(4개팀)으로 확 개편하 으며,

혁신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혁신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기획 전문가 과정, 혁신

브랜드구축 세미나, 혁신상생전략 워크샵 등 외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 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본부(실, 원장)이 혁신 스폰서로 참여하여 해당 본부(실, 원) 혁신

프런티어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부서별 경 혁신과제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27명의 혁신프런티어를 조직하여 전사 혁신 추진조직 구성을 통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 추진력을 강화하 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 모든 조직과 임직

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경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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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혁신 확산을 위한 노력

전략혁신보고 회 개최

매 분기별(2006. 4, 7, 10월) 각 본부 및 팀 업무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 포상으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자신감을 고취하며, 전사적

혁신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 및 연말 경 성과 보고회

반기 경 설명회(2006. 8월) 및 연말 경 성과 보고회(2006. 12월)를

개최하여 반기별 혁신성과 및 경 성과를 공유하고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추진기반을 마련하 습니다.

혁신역량강화교육 개최

혁신프런티어, 임원, 팀장을 상으로 혁신역량 강화 교육(6시그마

등 혁신기법 등)을 2006. 10월~11월까지 시행하여 혁신방법론 체득

및 혁신 마인드를 고취시켰습니다.

2006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전략혁신보고 회에서 발표된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크고

작은 혁신사례들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혁신우수사례집’을

12월에 발간하 습니다. 

고객이 공항 카운터에서 짐을 보낼 때 볼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들의 혁신과제 습

니다. 총길이 31km의 방 한 설치량, 오염이나 훼손에 의해 교체되는 소모품이고 난연성

으로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산업폐기물을 그냥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염물질을 일일이 세척하다가 고압의 스팀세차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컨베이어 벨트

세척기를 개발하 습니다. 고압의 물 분사기로 이루어진 벨트 세척기로 벨트의 수명을

40% 연장 시켰고, 계획하에 예방정비가 이루어지며, 유비보수 등의 비용 절감으로 2년간

약 2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혁신을 시작해보세요.

혁신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수하물시설팀 _ 이상 과장

함께 하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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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혁신 추진방향

인재중심경

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 공항경 환경 하에서 핵심인재 육성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람이 곧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평생 학습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인재중심경 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혁신은 Integrity(유연한 마음과 건전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람), Intelligence(최고를 지향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 Active(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공유하여 비전을 완성하는

사람), Customer-oriented(고객과 주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인재상을 정립하여 인재상 실현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 내부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 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역량중심의 인력

개발', '차세 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의 육성', '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인적자산 가치

극 화', '교육품질 개선' 5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Vision 2010의 5

경 전략과 인재상을 분석하여 역량을 설정하고 교육체계 분석을 통한 계층별 직무별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본/계층/직무 역량에 따라 일반/전략/맞춤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체계를 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비전워크샵, 혁신역량

강화, 윤리교육, 직무능력향상, IIAC 사내 경 학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부터 퇴직까지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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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역량중심의 HR 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는 조직구성을 위하여 2006년 유사기능의 통ㆍ

폐합을 통해 조직의 Flat화 및 Slim화를 달성하 고, 인력수요 분석 및 향후 전략방향모색을 통해 전향

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 및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성과(50%)와 직무역량(50%)을 반 한 신 인사제도를 구축하여 성과와 역량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근속승진제 폐지로 성과와 역량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 습니다. 앞으로 전략적 New HR 체계

구축을 통해 Vision 2010 및 5 경 전략의 본격시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CS 혁신

공항이 단순히 항공기 탑승 장소가 아닌 여객에게 감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성공간이길 원하는 고객

니즈 변화에 따라 서비스는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상주기관, 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업시설 입주회사 등 다양한 서비스 주체를 일원화

하고, 서비스 역량 결집을 통해 서비스 객체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기 CS로드맵을 수립

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인 CS혁신을 통해 고객의 기 를 넘어선 새로운 경험(Exciting

New Experience)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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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치마킹 기관으로의 위상정립

역 벤치마킹 최우수기관

인천국제공항은 경쟁력 있는 입지 선정, 체계적 공정 관리, 공사

비용의 경제성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개항을

이뤄냈으며, 개항 후 안정적 공항 운 을 통해 후발 공항 건설 예정국

뿐만 아니라 선진공항으로부터 지속적인 벤치마킹의 상이 되어온

것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평가하는 2005년 11월 역벤치마킹 우수

사례 최우수기관 통령 표창을 수상하 습니다.

해외공항 벤치마킹

전사적인 혁신 추진의 성과를 확산 전파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각국 공항의 벤치마킹 상으로 부상하 으며, 국제무 에서의

입지를 강화하 습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부사장, 중국 상하이공항

부사장, 일본 간사이공항 사장,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공항 사장

등 해외 항공 관계자(국제기구, 정부 등) 총 404명이 46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 습니다.

공항개발기술, 건설, 사업관리, 보안, 수하물처리시설 분야 등 공항

건설 및 운 전반에 걸쳐 축적된 인천국제공항의 노하우를 벤치

마킹하고자 경쟁공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공항, 일본 주부공항,

나리타 공항 등에서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국제

공항을 벤치마킹한 미국 LA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의 교통센터 개념을

도입, 설계에 반 하 으며, 홍콩 첵랍콕공항은 세계 1위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직원 포상시스템을 도입

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건설과 운 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경 전략인 Vision 2010과 이에 따른 5 경 전략별 Action

Plan, Master Agenda를 기반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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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창의적 사고아래 외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사업구조를 발굴∙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 전략 Vision 2010을 기반으로‘Global Top 5 Air

Hub by 2010’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공항개발, 운 효율성 극 화, 신규 사업개발 등 장단기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미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 추진전략

외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 정립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6년간의 성공적인 운 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성장하 습니다. 하지만 성공적 개항 및

공항운 이 조기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에 한 구성원들의 니즈가 증 하고, 제3 CEO 취임 이후 단편적 산발적 사업추진을 지양

하고 전략적 체계적 사업개발에 관한 CEO의 경 철학이 반 되어 미래 지향형 사업구조를 정립하 습니다.

급변하는 외 환경과 치열한 공항분야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효율성 극 화 및 신규사업 개척 등 경 환경 변화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공항개발, 운 효율성 극 화, 신규사업 개발의 3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창조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허브공항 및 해외 주요 거점에 진출하는 전략적 공항개발, Peak 수요 분산 및 연결성 개선과 심야/새벽시간 항공기 운항

유치, U-Airport 구축 및 2단계 공항 건설 완료에 따른 항공사 재배치 와 상업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운 효율성 극 화, 비즈니스ㆍ관광ㆍ레

저기능이 결합된 꿈의 도시인 국제공항복합도시(Air-City) 건설 등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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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공항개발

동북아 물류허브공항 구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물류는 21세기 세계 경제의 새로운 키워드이며, 우리나라의 차세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 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역내 물류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지리적 잇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기준 화물처리실적 세계 2위, 화물환적률 48.1%, 2,083,000m2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갖춤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A True World-Class Logistics Hub’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20년 중장기 전략 및 4 전략추진계획을 수립하 습

니다.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RFID 시범사업을 통한 물류정보화 구축’,‘화물서비스 개선’,‘세계적 물류업체 유치를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전략적 개발’의 4 전략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세계 고부가가치 물류공항의 중심기지화 되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물류모델 개발

인천국제공항은 IT 기술활용, 해상운송과의 연계를 통한 물동량 증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전략유치산업에 한 물류 비즈니스모델 자체연구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

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치 상 산업을 분석하여 IT, BT, 항공기 수리∙조립, R&D의 유치

상 산업군을 설정하고 SCM을 분석∙시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및 기능 체계화를 위해

가능성 있는 산업유형(Industry)과 기능(Function)을 결합하여 전략유치산업모델을 세분화하고 종합정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추진하여 중국진출 국내 물류기업의 물류시설 개발

동향을 조사(2006. 7)하는 한편 환발해만지역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시행 검토

(2006. 9)를 통해 중국 물류 비즈니스모델 개발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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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로벌 물류기업 유치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개장 이후 로벌 물류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세계적인 물류시설 개발업체인 미국의 AMB Property와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내 65,706m2에 약 4천 2백만불을 투자하여 첨단 물류

시설을 설치하는 물류시설 개발 협약을 체결하 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27일 세계

항공운송 2위, 유럽 내 육로운송 1위의 세계적인 다국적 물류업체 쉥커(Schenker,

독일계)가 자유무역지역에 동북아 허브 물류센터를 준공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부지 9,991m2 규모로 준공된 물류센터는 쉥커의 아시아 진출핵심인

아태지역 본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내 물류분야 투자유치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DHL과 Atlas Air가 화물터미널 지역내에 독자적으로 화물터미널을 건설중이며

2008년 중 운 개시 예정입니다. 2007년 6월 하얏트 리젠시 인천에서 미국의 아틀라스

에어 월드와이드 홀딩스(Atlas Air Worldwide Holdings) 및 AACT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내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미주 및 아시아

주요 항공화물 시장과 인천국제공항의 네트워크가 보다 확고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한-중 간에 단계적 항공자유화가 합의되는 등 환경적 요건이

더욱 좋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항공 특송사와 화물항공사들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 개장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지역 1,091,000m2과 공항물류단지지역 992,000m2은 지난

2005년 4월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공항물류단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6년 3월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개장되었습니다. 공항 물류

단지는 현재 63.5% 입주되어 KWE, AMB, 삼성 등 국내외 물류기업이 진출해 있고,

화물터미널 지역은 국내외 항공사가 입주하여 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물류단지

약 920,000m2의 조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완료 후 1백만톤의 항공화물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매출액 1조 7,412억원, 부가가치

7,367억원, 고용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개장을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의 물류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주변에 첨단 IDT산업과 항공관련산업을 유치

하여 물류를 중심으로 R&D와 생산을 망라하는 종합 물류클러스터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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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구축

동북아지역이 물류전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주요 경쟁국이 동북아물류 중심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에서 항공물류의 업무흐름 단축과 물류정보서비스 혁신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One-Site, One-Stop 개념의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Air Cargo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2007년부터 운 에 들어갑니다.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은 항공사, 조업사, 포워더, 운송사 등 물류

주체간 울타리를 제거하여 단절된 항공물류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항공물류에 관한

모든것을 One-Site,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구축을 통해 항공사∙조업사∙포워더∙운송사 등 물류주체간 울타리가

제거되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항공물류정보를 공유∙교환하는 협업의 장이 마련되며 단일창에서 화물

예약∙추적, 화물창고보관료 온라인 결제, 항공운송장 관리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2010년

이후 연간 100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 됩니다.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은 앞으로도

서비스 역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하는 등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항공화물의 전 구간

위치추적(Door-to-Door)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CCS(Cargo Community System) 정보망과도 연결

하여 명실상부한 Global 물류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FID를 이용한 최첨단 물류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류창고에서 공항까지 화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공물류 전자식별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범사업이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시행

됨으로써 물류서비스 고도화의 기반을 구축하 습니다. 2006년 12월 RFID 인프라가 구축되고,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 기간동안 유관시스템(AIRCIS, U-Customs)과 연동 및 SCM 전 과정을

RFID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RFID 확장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총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Sea & Air 화물을 겨냥한 RFS 개발

RFS(Road Feeder System)은 해당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도시에서도 취항지와 동일한 수준의 화물

운송 및 인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트럭운송편에 항공편과 같이 Trucking Number를 부여하여,

항공편과 같은 서비스(운송정보조회, 화물 취급기준)를 제공하는 운송제도입니다. 천진, 련, 청도 등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화물을 인천까지 해상 운반 후, 인천에서 최종목적지까지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해상-항공 복합 운송 서비스 개발을 통해 환적화물량을 증 시킬 것으로 기 됩니다. 2006년 12월

RFS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4월 RFS 공동 프로모션 실행 및 정규운송 개시 후 2007년 중

RFS 시스템을 기초로 한 인천국제공항과 청도공항간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적 공항개발

해외사업 진출 전략

인천국제공항 핵심 Know-How

항공자유화의 실현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 에서 세계 유수 선진공항들은 경 환경 변화에 응하여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사업 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동안의 성공적

건설과 안정적 공항운 의 기술 경험 등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세계 거점공항

및 로벌 전문그룹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해외사업 진출은‘건설’, ‘운 ’, ‘서비스’, ‘주변개발’의 4개분야 핵심 Know-How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는 성공적인 1, 2단계 사업수행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

구축이 있으며, 운 분야는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10위권, 세계 2위 규모의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브랜드 가치로는 2년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세계 1위, 세계교통학회 주관 아태

지역 최고 공항상이 있고 주변지역개발로는 Air-City 및 자유무역지역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분야의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향후 도래할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진출전략

인천국제공항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적립하여 해외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습니다. 이미 중국 광저우공항 개항준비 컨설팅 수행(2004. 5), 몬테네그로 Tivat공항 현 화

사업 참여(2006. 8), 앙골라 소요공항 설계 컨설팅(2006. 12)을 추진한 바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경 기획실 산하에 해외사업팀을 신설하 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Target 공항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해외

공항을 개발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이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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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효율성 극 화

Peak 수요분산 및 심야/새벽시간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낮 시간 (오전 8시~오후 9시)에 미주, 유럽, 중국 등 주요 노선의 항공기 운 이

집중됨으로써 항공사 유치 및 여객증 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시간 에 편중되는 Peak

수요로 인해 공항운 의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Peak수요를 분산하여

연결성을 개선하고 심야 및 새벽 시간 항공기 운항을 활성화 함으로써 2단계 운 이후 여객 4,300

만명, 화물 520만톤 시 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허브공항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허브공항 운 체계(마스터 그리드) 수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허브공항운 체계(Hub Master Grid/4 Wave system)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항공사들의 스케줄 조정 및 증편을 유도하는 한편 중국, 일본 및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을 활성화

함으로써 4 Wave시스템에 기반한 운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Hub Master Grid / 4 Wave system

Peak 수요 분산 및 심야/새벽시간 활성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낮 시간 (오전 8시~오후 9시)에 집중되어 있는

Peak 수요를 Non Peak 시간 (오후 9시~11시, 오전 5시~8시)로

분산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24시간 공항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신규 운항편수 증가, Wave 형성을 위한

스케줄 조정, 심야 및 새벽시간 운항 증가 등에 해서는 전략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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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효율성 극 화

U-Airport 구축

IT Korea Gateway로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IACO, ACI, IATA 등 항공관련 국제기구들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나리타 공항의 e-

Airport, 홍콩의 SuperLink China Direct, 두바이 공항의 e-Gate 등 해외 유수공항들은 공항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Project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첨단

기술의 발달과 신속한 공항서비스에 한 고객니즈 증 에 적극 응하기 위해 공항자동화 및 IT적용을

기반으로 한 U-Airport 로드맵을 수립하 고 해외 벤치마킹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U-Fast

Passenger,’‘U-Dynamic Guide,’‘U-Exciting Shop,’‘U-Adaptive Cargo’의 4개 전략사업 분야를

선정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T/BT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절차 및 공항운 의 간소화, 자동화, 지능화를 추진

하는 U-Airport 구현을 통해 공항운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Exciting

New Experience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을 구현하는 한편 IT Korea의

‘Gateway’로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U-Airport 구현을 통한 공항운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인천국제공항의 U-Airport는 여객부문 U-Passenger 프로그램을 통해 여객부문 출입국 절차를 자동화하여 현행 45분이 걸리는 출입국

절차를 30분으로 단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Digital Display를 통해 승객이 원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고객의 Needs와 구매패턴 및 형태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항

내 언제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구매가 가능한 쇼핑환경을 구현하고 포워드, 항공사 등 화물사업자간의 정보 공유로 신속한

화물처리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한 위치정보, 내용물 파악이 가능한 물류정보화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U-Airport 추진을 위해 2006년에 CUSS(Common Use Self Check-in) 협의회 구성∙운 하고, 국가기관, 항공사 등 10명 구성, 협의회를

8월, 9월, 12월에 개최했으며, 11월에 국제공항운 협의회 산하 U-Airport 추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습니다. 현재 안내용 Robot 운 , 항공

화물 RFID 시범사업비 확보, 건교부 R&D 사업비 확보, CUSS KIOSK 구축사업 계약, 모바일 안내서비스 입찰 공고 등으로 U-Airport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u-Mobile, U-board, u-Signage, u-Immigration 등 세부 프로그램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서 공항 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능화를 통한 Ubiquitous 공항을 구축할 것입니다.



운 효율성 극 화

항공사 재배치

항공사 재배치를 통한 공항효율 극 화

항공사 재배치를 통해 현행 비 1.5배에서 1.7배 증설되는 2단계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급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처하고, 여객의 이동 동선과 항공사의 업무 동선을 최적화하여 여객과 항공사의 편의를 극 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사 재배

치가 완료될 경우 국적 항공사가 동편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배치구조의 비효율과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됩니다.

2단계 시설 포화에 비한 중장기 책 병행

인천국제공항 2단계 시설은 2013년부터 일부 시설의 포화가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 효율성 극 화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항시설 포화에 비한 인프라 확장을 병행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2단계 항공사별 시설 사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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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효율성 극 화

상업시설 리모델링

Star & Star Life 컨셉 및 Air Star

개항이후 5년동안 축적된 고객 및 운 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 경쟁시장 및 미래트랜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 로 2008년 6월 예정인 탑승동 운 에 맞추어 상업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항 운 효율성을 극 화하는 한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즐거움을 통해 고객의 꿈을 실현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Luxury, Fun & Exciting, World Best, Best Price의 4가지 Key Message를 기반으로 한 Star & Star

Life를 컨셉으로 하여 최고품질의 상품과 시설, 서비스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세계 최고의 상업공간(Air

Star)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꿈을 실현하고 스타가 되는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개발

공합복합도시(Air-City) 개발 : Dream World Project

Dream World Project 개요

공항지역은 미래 산업환경인 접근성(Accessibility), 신속성(Agility)을 갖추고 있는 최적 입지이자,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미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과 그 주변지역 총 13,058천m2를 6개 클러스터로 분류하여

국제적인 공항복합도시(Air-City)를 건설하는 Dream World Project를 수립하 습니다.

공항복합도시(Air-City)는 비즈니스, 관광, 레저기능이 결합된 꿈의 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화물, 사람,

정보가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21세기 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항복합도시(Air-City) 세부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합복합도시(Air-City) 건설을 5 경 전략으로 설정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항복합도시(Air-City)는 세계적인 형 카지노∙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복합 레저 위락단지가

개발 되는 Fantasy World, 패션아카데미∙컨벤션∙쇼핑몰∙호텔 등 Asia 지역 Fashion의 중심이 되는

Fashion Island, 지역축제 및 전통문화를 위한 자연공원으로 개발되는 Eco-Park, 동북아 수상 스포츠의

메카로 모터스포츠 시설 훈련시설∙공원∙체육시설 등을 갖춘 수변공원을 개발하는 Water Park,

아시아지역의 의료중심 및 외국인 전용의 최고급 별장지역인 MedicalHub&8-Star Village, 해양

레저의 출발점 및 Landmark인 Ocean Park 등 6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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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명)

과 목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명)

합 계

67,572,403

49,371,398

840,670

Ocean

Landmark

114,180

67,680

1,023

Medical

Hub

1,769,599

981,493

14,453

Water

Park

13,732,307

10,668,889

186,779

Eco

Park

19,242,322

14,708,584

255,655

Fashion

Island

5,935,038

4,018,418

65,810

Fantasy

World

26,778,957

18,926,334

316,950

공항복합도시(Air-City)의 경제적 기 효과

공항복합도시(Air-City)는 인천국제공항이 단순 교통기능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공항주변지역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관광∙레저, 국제업무∙컨벤션, 쇼핑∙엔터테인먼트,

휴양∙의료 기능의 복합도시로 개발됨을 뜻하며, 6개 클러스터간의 연계와 경제자유구역 내 다른 지역

과의 교류네트워크를 형성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항복합도시(Air-City)는

2020년까지 생산효과 67조원, 부가가치 49조원, 고용효과 8만 4천명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항공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Airport City Conference 발표

2006년 3회를 맞은 세계 최고의 Airport City 관련 국제회의인‘Airport City Conference’에 참가하여

각국의 주요공항 경 진 등 주요인사 약 350명을 상으로 CEO가 직접 인천국제공항의 Air-City 개발

계획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CEO 마케팅으로 프랑스 패션협회와 Fashion Island 투자에

한 MOU 체결 및 Fantasy World 개발을 위해 해외 유력기업과 지속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등 인천

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 주변지역 개발의 표 사례로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성공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 습니다.



프랑스 패션협회 MOU 체결

프랑스 패션협회(쁘레따포르떼) 및 국내 투자의향자와 Fashion Island 개발 관련 MOU를 2006년 3월

31일 체결하 습니다. 2007년 실시협약을 체결 후 건설에 착공 2010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MOU 체결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2007년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Fashion Island는 아시아지역의 쇼핑관광객과 패션관계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쇼핑,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주변개발 활성화와 공항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됩니다. Fashion

Island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은 파리와 라노, 뉴욕을 연결하는 패션의 메카로 탄생할

것입니다.

남측 유수지 개발 사업

남측유수지를 국제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하 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국제적 수상모터스포츠 회유치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국제 공인경기로서의 경정훈련원의 국제적 중

심지로 도약 할 것이며, 아울러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능을 갖춘 수변공원을 개발하여 공항

이용객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랑스 패션협회 MOU 체결(2006. 3. 31) IBC-I 2단계 개발사업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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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가치 � 사회적 가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건설 및 운 , 주변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향을

주고 받으며, 주주, 고객, 직원, 사업파트너, 지역주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치지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3 가이드라인과 BSR 가이드라인의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역할과 이해관계

자에 한 향력에 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 습니다. 이 중 이해관계자들은 투명한 지배구조, 고객만족,

창조적 기업문화, 상호협력 파트너쉽 형성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가치 지표로 설정하여 공항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책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활발한 간담회를 통해 경제∙사회∙환경분야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 으며, 임원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비

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전과 전략이 단기 경 목표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전략실행체계를 확립하 습니다.

고객만족활동

다양한 서비스 주체를 하나로 결집하여 총괄적으로 CS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CS경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고객중심의 VOC 운 과 상주기관들간의 서비스 협의체 구성, 적극적인 서비스 교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핵심 서비스 분야를 폭 개선하 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열위항목 개선과 신규 공항서비스 발굴을 통해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조적 기업문화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해 직원 복지 증진과 함께 가족친화경 마스터 플랜과 신인사제도 수립 등 다양한

기업문화프로그램을활발히전개하 으며, 직원도움제도(EAP)를운 하여직원의정신건강과각종고민이해결

될 수 있게 지원하 습니다. 또한 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을 마련하여 사내 MBA, 싱가

포르 국립 학 공동교육, 7 Habits 교육, Vision Workshop 등 연간 56개의 교육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문화를조성하 습니다.

상호 협력의 파트너쉽 구축

공항운 을 담당하는 사업파트너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시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이해

관계자에 한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 으며,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여 사업

파트너의 임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 습니다.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와 환경’을 핵심 사회공헌분야로 선정하여 공항 인근의 지역의 문화∙교육∙복지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 으며, 지속가능경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 습니다.

추진 성과 �

사회성과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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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erformance

사회성과 체계 �

향후 계획 � 책임경 활동

지속적인 이사회 운 활성화를 통해 비상임이사의 경 참여 기회를 확 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리스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경 활동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경 활동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공항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친화경

일과 삶이 조화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자기성장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속적인성장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Win-Win Partnership 구축

2006년에 도입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정착과 공항가족 일체감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상호협력을 통한 Win-Win 파트너쉽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역사회의 바람과 요구사항을 세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경 이슈를 처리하는 내부

절차를 체계화하고, 우리사회가 앞으로 발전해 가야 할 방향성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위한 핵심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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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경 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주,

고객,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임이사의 활발한 경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제도(감사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사장경 평가소위원회 등)를 두어 비상임이사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여성이사 1명을 포함하여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 환경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이사진을

구성하 으며, 상임이사의 공항건설∙운 분야에 한 전문성과 비상임이사의 분야별 전문성(교통, 경제,

법률, 보안, 언론 등)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함께 중요업무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한편, 경 실적 및 주요현안 사항에 해서는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이사 선임을 위해‘임원추천위원회’를 운 하는 동시에 비상임이사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업무에 적극 반 하고자 강연 및 간담회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

공항공사 홈페이지에‘사이버 이사회 커뮤니티’를 운 하여 주요 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여 비상임이사의 경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총 10회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 으며, 참석률은 95.2%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www.airport.or.kr) ‘경 공시’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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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안건(의결/보고)

2005

50(38/12)

2006

46(31/15)

2004

32(25/7)

2003

25(16/9)

2002

40(35/5)

2001

4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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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 활동은

공공기관운 에관한법률 및 상법에 의거하여 균형있는 의사결정 체계와 투명한 책임경

하에 합리적으로 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며 납입자본

금은 2006년 현재 약 3조 3,500억원 입니다.

3,352,345,480,000원

의사결정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식회사로서 상법 및 관련법상

규정된주주및이사회의권한을제외한회사경 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경 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장이 경 진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후 확정하게됩니다. 주요의사 결정

시견제와균형기능의정착을위해Focus Group을

운 하여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경 참여

기회를 최 한 제공하고 있으며, 경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별도로 운 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경 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별도로 주주를 상으로 사전 안건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은 중립적인 선임 비상임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은 사전 설명

회와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 개최 전에 주주와 이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책임경

임원의 보상체계는 성과와 역량중심의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경 성과에 한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로 운 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액과 지급체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매년 재무, 사회, 환경, 안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 목표를 설정하여 경 계약 체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단기 경 목표와 체계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재정비

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략실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원칙 준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연재해, 항공기사고, 환경위험, 갈등관리 등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에 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총괄조직과 각 부문별

전담조직을 두고 각 분야별 위기관리메뉴얼 및 절차서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적위험관리체계(ERM)를 구축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자(CRO, Chief Risk Officer)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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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공사를 비롯한 상주기관, 항공사, 협력사, 조업사 등 3만여 공항 종사자들이

최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주체를 하나로 결집하는 CS경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고객중심 경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경

‘기존의 공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차별화된 즐거움’을 향해

인천국제공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기 를 넘어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 수개월에

거친 서비스 현황 분석과 방 한 고객특성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CS경 로드맵’을 수립하 습니다. 이를 토 로 인천국제공항 내∙외부를

망라하는 CS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VOC∙CRM 등의 시스템 구축과 구성원의 CS참여문화 및 역량강화방안, 통합인프라구축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 습니다. 

CS경 네트워크를 통한 One-stop Servic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의 유형을 여객분야, 물류분야, 지원분야로

분류하여 각 고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여객, 상업시설 이용객, 여행사, 수출입화물 운송업체, 항공사, 상주

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이 바라는 서로 다른 기 사항에 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S경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운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주체가 여객과 화물, 정보가

하나로 융합된 One-stop Service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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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주요 공항간의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고객만족의 극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객을 위한 출입국절차의 지속적 간소화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이용 고객을 위한 첨단 물류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항공노선 개발과 여객터미널 시설의 재배치, 국내 첨단 IT산업과 연계한

U-Airport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화물기 승무원 전용 출입국 서비스 개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로 화물터미널 내에 CIQ(세관, 출입국심사, 검역) 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지원하고, 화물취급 효율성을 높여 승무원의 수속시간과 항공사의 수속관련 업무를 폭

단축시키는 등 차원 높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CIQ 설치 후 승무원의 수속

시간은 9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수속관련 항공사 업무는 2시간 30분에서 20분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 구축

공항운 의 핵심절차인 출입국시간 단축을 위하여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켜 수하물자동분류시스템,

최첨단 항행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인터넷체크인과 셀프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크인 기 시간을

줄이는 등 공항 전체를 인공지능시스템화하 습니다. 또한 휴 품 검색장비의 소형화와 보안 엑스레이

증설을 통하여 보안검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Uni-Pass)를 통해 수출입 통관과 업무처리시간을 폭 감소시켰습니다.

세계최초 출입국 승객예고제 실시

공항 이용 시 출입국 절차는 여객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출입국처리

시간에 해 서비스 기준과 목표를 선언하고 출입국 소요시간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 별 입출국 여객 및 환승객을 사전에 분석하여 공지함으로써 출입국 시간을 단축하는 출입국 승객

예고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 하고 공항혼잡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세계 선진공항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시간 단축을 위한 KISS(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최고의 브랜드화에 발맞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2006년부터 출입국 기

시간을 폭 단축하는 출입국 심사 서비스인 KISS를 브랜드화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차원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을 승객의 흐름에 따라 신속히 이동시키는 심사팀제와

U-Immigration, 출입국심사종합관리센터 등을 운 하여 출입국 소요 시간을 30% 이상 단축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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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한 심층분석

서비스 전반에 한 다각도의 리서치 수행을 통해 종합적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으로 운 상의 효율성을

증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항공사서비스 평가, 전화응 모니터링, 상업시설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통합 리서치를 실행하여 평가 우수 부서∙사업자∙항공사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평가저조분야에 해

서는 개선을 촉구하는 등 조사결과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IIAC-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는 자체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공항서비스 전 분야에 한 수준을

매년 정 진단하여 담당부서의 KPI에 반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 데이터 분실과 같은 서비스 공급에

한 법규 미준수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2006년 12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2단계 PC (Pre-cast) 구조물 생산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다는 이유로 4억 3,96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

고객중심의 VOC(고객의 소리) 운

인천국제공항은 고객 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고객중심의 VOC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VOC 1일 처리제’에 의해 시설개선 등을 제외한 요구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해

피콜’시행을 통해 답변의 성실성이 모니터링 됩니다. 부분의 VOC가 실무부서에서 종결되어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가 경 진에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 분석보고, 평가 및 보상 등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사설주차 행

피해’, ‘버스회사 직원 근무태도’, ’친절한 안내직원’등의 서비스관련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불친절직원

삼진아웃제도 도입 등 강력한 서비스 개선과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주차

행에 해서는 국회법 상정을 통해 항공법 개정을 이루어, 2007년 6월 28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객의 소리(VOC)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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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을 위한 노력

고객을 향한 하나된 마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원화된 공항서비스 제공 주체를 하나로 결집하여 각각의 역량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위원회, CS리더위원회, 고객위원회, Focus Group, 국제기구∙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위원회를 운 하여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총괄적인 고객만족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어라’- 서비스개선위원회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세관, 법무부, 인천공항검역소,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공항경찰 , 한

항공, 아시아나항공, AOC-I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로 현안 서비스 개선과 중장기 서비스

방향을 논의하며, 해외공항 활동 벤치마킹을 통해 CS 정책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실무진이 만들어가는 서비스 혁신’- CS리더위원회

각 상주기관과 사업 파트너사 별로 CS 실무 담당자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기준과 목표 실무협의를 수행합니다. 또한 서비스 운 현황 및 개선방안과 함께 다양한 분야(항공사,

상업시설, 정부기관 등)의 CS 리더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적 시각에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서비스’- 옴부즈만 제도

공항의 주요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동선을 따라

고객접점분야에 한 점검을 시행하는‘옴부즈만 제도’를 운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버스관련 시설

개선, 출국장 시설 개선, 조경 및 유아휴게실 개선, 출입증발급소 시설 개선 등 총 162건의 개선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차별화된 공항서비스 개발

인천국제공항은 고객에게 기억될 만한 각종 프로모션과 Festival,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시행

하여 공항의 문화예술적 이미지 구축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민속

예술공연’, ‘왕의남자 패션쇼’등 연중 각종 기념행사와 전통문화행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각종 Festival과 이벤트를 진행하여 세계 공항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

3. 23~4. 21

7. 31~8. 5

9. 29~9. 30

12. 21~12. 20

기념행사

개항 5주년 기념

하계성수기

Sky Festival

동계성수기

전통문화행사

왕의남자 패션쇼, 세계문화 이벤트

민속예술공연, 전통혼례재현, 수문군 행렬

민속예술공연, 전주한벽예술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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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문화 만들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서비스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극 화를 가로

막는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서비스마인드 향상교육을 통해 서비스 개선

과정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야 근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직원 유 강화 프로그램으로‘한가족 워크샵’, ‘봄빛사랑만들기’

등을 개최하 으며, 파트너사 직원들에게는 일에 한 자부심을 높여 주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보장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비스 우수직원에 한‘친절왕’선발을 통해 친절 서비스 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항 내 고객 서비스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여객처리,

상업시설, 공항운 , 출입국 등 각 분야에서 친절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공사 월례조회를 통해

선정된 직원에 해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고객제안 포상,

CS 실천사례 포상, VOC 우수부서 평가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상주직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을 수렴하는‘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친절왕 선발

고객만족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연간500회가넘는서비스교육으로

CS문화를 이끌어갑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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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항상청결한여객터미널실내를
유지하기위해최선을다하는
권명애씨

편리하고안전한세관서비스를선사
하는인천국제공항세관직원들

공항을 찾은 고객들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손수레를 관리하는 유진원 씨

여객터미널 안내데스크에서 고객들에게
친절한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미 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주요시설로
이동하는 공항순환버스 운전을 책임지는
서정원 기사

CS경 성과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

2001년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는 3만여 공항종사자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CS경 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에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2006년까지

2년 연속 ACI(국제공항협회)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 습니다. 세계 최 항공운송

정보 제공회사인 OAG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함으로써 국제적인 명품브랜드

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Time, 로벌 트래블러스 등 해외 유수 언론과 세계교통학회 등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최고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세계최고- 당신이 숨은 주역입니다

공항에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 주체가 존재하며, 공항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 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2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의 수상은 공항 상주기관, 항공사, 사업파트너사, 조업사 등 3만여

공항종사자들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는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 서비스 평가로, 미국 Dallas, Denver, San Francisco, 국 London

Heathrow, 네덜란드 Schiphol, 싱가포르 Changi, 아랍에미레이트 등 각국 공항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서비스 평가입니다. 각 공항이 자국 내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점을 감안

하면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됩니다. 총 평가항목은 32개 항목

으로 공항직원 친절도, 출입국 심사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부문과 식당, 쇼핑, 체크인 기 시설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시설/운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2006년 1위

�

�

�

�

�

2005년 1위

2004년 3위

2003년 4위

2002년 6위

2001년 4위

수상부문

세계 최우수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 형공항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이용객이 정한 우수공항

3위

쿠알라룸프르

쿠알라룸프르

쿠알라룸프르

美디트로이트

1위

인천

인천

인천

인천

2위

홍콩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즐거움’은 직원들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얻어지는 기업문화의 본질이자 에너지 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Work & Life

Balance)를 바탕으로 열린 기업문화 내에서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꿈이 하나되어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며, 신뢰와 참여

속에 즐겁게 배우고 탐험하는 행복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업문화

창조적이고 열린 기업문화

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미래를

결정하고있습니다. 1990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서해안갯벌을일구어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 이라는 기나긴 장도에 올라,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한민국 핵심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오랜

건설기간 동안의 굳혀진 공기업 특유의 경직된 사고와 관료적 문화로

인해 국제사회 경쟁을 위해 마인드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북아의 물류관문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미래지향적인 열린 조직

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문화

2006년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직

및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Global Top 5 Air

Hub by 2010’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 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문화의 방향과 지향

문화 모델을 구축하고,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Program), 여성친화 경 등을 포함한 가족친화경 마스터 플랜과

새로운 노사문화 실행프로그램, 신인사제도 수립 등 다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여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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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 간 마음을 담은‘칭찬 릴레이’시행

�고민을 함께 나누는‘행복풀이숲’운

�성과와 역량중심의‘신인사제도마스터플랜’수립

�해외공항 직원 파견제도 운 (LA공항 등)

�행정업무를‘고객위주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한마음 캠프(JTG)’개최

기업문화 주요 추진 성과

Journey to Greatness Camp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전 직원이 참가하는 Journey To Greatness Camp를 실시하여,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캠프기간 동안의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은 직원간의 끈끈한

유 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모여 변화에 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경 전략에 한

이해와 혁신의 공감 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캠프에서 직원들은‘미래의 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3월 29일에 발간될 미래의 신문을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변화의 장’,

‘다짐의 장’등의 그룹 토의를 통해 변화에 해 가져야 할 자세와‘해야 할 것’,’버려야 할 것’등

우리의 기업문화에 해 토론 하 습니다.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월 급여 일을 Family Day로 지정하여 저녁은‘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에 한 칭찬과 격려의 을 게시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즐거운

기업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 ‘허비스밴드’, ‘농구동아리’, ‘꽃꽂이회’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

하며, 팀단위의 직원들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적인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유학생 인터쉽 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들의 로벌 마인드 형성과 사내 어공용화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인턴쉽을 연간 2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선발된 학생

들은 2달 동안 각 부서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인천국제공항

공사 직원들은 공동 Project을 수행하며, 일과 학습의 연계를 통해 외국어 실력 향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Global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문화는 별도의 추진조직이나 선포식 등의 이벤트성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동료, 상사,

후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문화속으로동화되어 갈 것입니다.”

CEO Message

“This is a golden opportunity for
foreigners in Korea where they can
have a real work experience, as well
as learn more deeply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organization. IIAC
has just so much to offer for it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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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내 문제 상담을 위한 편안한 상담전문 공간을 마련

하고 건강관리사와 요일 별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 선발∙

배치를 통해 직원들이 초기상담과 적합한 처리절차로 상담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린상담실

‘행복풀이숲(Free Space)’운

가족친화 경

삶과 일이 조화로운 가족친화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이 조화(Work & Life Balance)되는 기업문화를 위해 직원들의 가족까지 포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 성과 향상, 기업 이미지 증진으로 궁극적인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 운 을 통해 가족

친화경 을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문화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을 피드백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없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육보조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산전 후 휴가제도,

보육수당 지급, 불임부부 시술휴가제도, 모유 수유실 등을 운 하고 있으며, 출산에 한 부담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기혼남에 한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도움제도(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운 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각종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게 지원

하여 가족친화경 의 실천을 통해‘일하기 좋은 직장’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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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행복경 체험

직원들의 부모 또는 자녀가 일터를 일일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가족의 사랑과 배려

속에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초청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직원들의 가족을 초청하여 공항체험 및 축하공연, 사무실 탐방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자녀들을 상으로 연 2회 어캠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를 위한‘봄빛사랑 만들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일터의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단체 미팅행사인‘봄빛사랑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항상주 정부기관, 항공사, 공사 등

공항에 근무하는 미혼 남녀직원들을 상으로 상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인천

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세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경찰 , 인천국제

공항검역소, 한항공, 아시아나항공, FedEx 등 인천국제공항의 각 기관 및 상주업체에서 일하는 197

명의 남녀직원이 참가하여 축하공연 관람 및 레크리에이션, 공개 프로포즈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에 성공하는 직원은 가전제품과 주례 주선, 웨딩카 지원, 의전실 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지난 해에는‘봄빛사랑만들기’100쌍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백년가약을 맺은 커플이

탄생하여 지난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이 첫 공항커플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이들의

결혼식에 직접 주례를 나서기도 하 습니다.

여성친화 문화조성과 여성 Leader 육성 프로그램

여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여성이 직장에서 가사, 육아 등 가족생활 일부분을 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직원들 중 관리자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역량있는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일정비율의 여성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목표제를 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양성 평등한 가족친화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족친화경 의 실천과 여성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력의 결실로‘엄마에게 친근한 일터(Mother-Friendly Workplace)’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00여 개 기업 중 국내최초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기업 6곳 중 하나로 선정되

었습니다.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선정
(Mother-Friendly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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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인재육성

인적자원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국제 경쟁

력을 갖춘 가치창조형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이념 하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HR Master Plan 및 계층별 경력개발제도(CDP) 등의 연계를 통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급∙직무별 역량에 따라 일반교육, 전략교육,

전문교육, 맞춤교육 등 크게 4개 역의 총 56개 교육과정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치창조형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

적인 교육계획을 도입하여 경 가치공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문화 구축 등의 과정을 통해 9,870명에 한 교육을 실시하 으며, 다양한 공항건설 및 운

관련 직무 요소에 따라 10개 직무 체계별로 연간 275명에 한 국내외 전문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연간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92시간으로써 국내기업의 62시간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싱가포르 국립 학 경 학원은 지난‘2006년 국 Financial Times 지가 뽑은 세계

30 MBA(Global Top 30 Executive MBA)’에 선정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경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싱가포르 국립 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

설하여, 전략과 마케팅, 경 지원(재무, HR), 항공운송과 물류과정을 3주간 Full time으로

운 하고 있으며, 로벌 비즈니스 능력 향상과 함께 인재양성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공동교육

2006 주요 교육 성과

IIAC

사내경 학원

Master Agenda 

워크샵

혁신역량강화

교육

7Habits 교육

�5 전략분야 핵심역량 강화

�제1기 141명 수료(2006. 6) 및

제2기 128명 수료(2007. 1)

�중장기 핵심 전략과제에 한

전사적 공감 형성

�전 직원 상

�임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과

공감 형성

�임원 및 팀장 상(2006. 10)

�변화와 성장을 통한 선진 기업

문화 구축

�3년에 걸쳐 전 직원 수강 예정

(2006.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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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교육 이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 방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조화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의식’을 주제로 김성룡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행하 으며, 2006년 한 해 총 749명의 직원이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직원의 92.24%가 교육을 이수하 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경비∙검색 요원들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련법률, 경비 및 검색시스템, 근무절차 및 요령 등을 습득

합니다. ‘보안검색운 자과정’과‘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과정’등을 통해 직원들은 보안검색 시 인권보호 관련 주의사항과 Guideline 을 습득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123회의 관련 교육을 통해

보안요원 100%가 인권관련 교육을 이수 받았습니다.

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파견을 통해 핵심인력에 장기적 육성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파견 상자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LA공항, 프랑크푸르트공항, 말레이시아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과 ACI세계 본부 등 전문기구에 파견 프로그램을 운

중이며, 향후 두바이 공항, 창이 공항, 홍콩 공항, 나리타 공항 등으로 상 지역 확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파견, 해외 학 연계교육,

Leadership Program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외국 유학생 인턴쉽 제도와 사내 어공용화 프로그램 운 을 통해 사내

어활용도와 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치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 하고 있으며, IIAC 인재개발원 신축을 통해

로벌 인재양성의 가속화와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투자 강화 인재개발원 신축 (2008년 완공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6년 11월 27일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주관하여

심사∙인증한‘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으로 선정되어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의 우수성이 내외에 입증되었습니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채용, 전환관리, 승진, 보상을

포함한 인적자원 관리와 인프라, 기획, 운 , 평가와 피드백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등 2개 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취득 결과는‘2010년 Global Top 5 Air Hub’도약을 목표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인사관리 제도의 개선과 함께 우수인력의

개발과 육성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의 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선정

구 분

해외파견 공항

해외파견 전문기구

기 간

6개월 ~ 1년

지 역

시행 중 : LA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말레이시아 공항

추진 중 : 두바이 공항, 창이 공항, 홍콩 공항, 나리타 공항 등

국제공항협회 스위스 본부

ACI Asia Pacif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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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조형 신(新) 공동체 문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Vision 2010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뢰의 문화, 참여의 문화, 실천의 문화를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가치 창조형 신(新) 공동체 문화’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노사 간에 커뮤니

케이션 부족과 노사관계 이해 및 개선 미흡으로 공생의 경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부족하 으나, 이제는

상호 협력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경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가족

친화 선도기업으로 성장하 습니다. 또한 세계 공항서비스 1위 수상을 위해 CEO와 노조위원장이

두바이의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시상식에 함께 참석하는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확립하 으며, 지속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미래의 꿈과 희망을 현실에 연결시키는‘경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프로세스와 해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전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당

노동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사내전자게시판에 운 중인‘Friends’, 고충위원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각종 고충과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0여건의 고충을 처리하 습니다.

노동조합 가입기준과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은 1995년 11월 20일 설립되어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이후 노동쟁의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조합원은

621명으로 현원 비 77%가 가입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가입 상 기준을 적용받아 부분

3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해진 일부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직원이 회사의 비전과 경 전반에 관한 실적, 주요 사업계획, 인력 계획, 재무 상황 등에 해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분기 1회의 정기 노사협의회와 반기 1회 이상의 한마음 워크샵을 개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복지기금 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복지향상에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에서 CEO와의 경 정보 공유 및 노사공동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 조직, 인사, 임금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통보기간을 단체협약에

명시하 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프로세스

사
회
성
과

Sustainability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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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 신뢰향상을 위한 노력

新노사문화 마스터플랜 수립

과거 립과 갈등의 노사문화와 단절하고 진정한 노사화합을 통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Vision 2010

달성을 위해 노사문화 Master Plan을 수립하 으며, 노사 신뢰의 기반 위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

협조체제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 및 관리

최고경 자의 적극적인 임금단체 협상 교섭참여로 노사 상호간의 신뢰 속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에 합의하 습니다. 단체교섭기간의 획기적인

기간단축으로 경 안정에 기여하 으며, 근속승진제 폐지를 통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를 구축

하 습니다.

노사간 공동 참여기회 확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신노사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최고경 자의 의지표명으로 각종 회의 시 노사공동

참여기회가 폭 확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입원의료비 업체선정 및 어캠프 업체선정 등에서

노사가 공동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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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한민국에서 100년을 넘긴 기업은

단 2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기업경 최고의 화두인 지속가능경 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리라 판단되며,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존속시키고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사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기업 생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는 시

흐름에 비춰볼 때, 신뢰있는 노사관계는 이제 지속가능경 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본인은 이런 신뢰있는 노사관계의 시작은 별도의 단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서로 상 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상호관계이므로신뢰적노사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노사가모두변해야할것이고

우리 조직의 노사관계도 과거, 상호 신뢰 부족과 화 단절에서 비롯된 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직원의 표기구로서 존중하고, ‘경 파트너’로서 상호간 화 증 를 통한 참여와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우리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회사를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

(Great workplace)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내부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뢰와 참여,

그리고 실천의 문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8 노조위원장 강용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발전적 노사관계의 정립은

지속가능경 의초석입니다



신뢰와 평등의 문화

고용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건설사업 등 국가기간사업 추진 및 동북아 허브공항 구현을 위한 인력수요를

위해 이공계 계열 및 물류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꾸준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비정규직 포함 8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비율은 약 14.3%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 사업장 평균 여성 고용비율인 30.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2006년 전체 입사자 중

여성 비율이 55.2%로 현행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체 인력구조의 남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임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7.9년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이직률은 약 0.19%로 공공부문 평균인 1.99%의 1/10 수준의 낮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에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자가 없었으며 결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및 강제노동 금지조항 준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 간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리자를 채용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무실 공기질 측정,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건강증진프로그램, 여직원 휴게실, 모유 수유실, 옥상정원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성보호 제도에 따라 여성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과거 5년간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평등고용 실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모집 및 선발 등 채용절차에 있어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력채용 시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현지인력 채용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2006년 말 기준 전체인원 810명 중 101명(12.5%)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비정규직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동기부여 및 역량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2.2%로써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 채용, 교육, 보상 및 승진 등 전반의 인종,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신체장애 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차별사항은 없으며, 고위 경 진에 여성참여를 확 하기 위해 여성리더

육성과 여성인력 채용문호 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자랑하나 할까요? 그건 제가 보행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차별받지않고입사할수있었던것입니다. 보행이불편해서전동스쿠터를타고여객터미널을

누비고 다니지만, 한번도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은 일이 없습니다. ‘턱’없는 공항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함을 없앤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의‘턱’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 1일자로 입사동기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급도 할 수

있었고, 회사 동료들도 불편한 저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등 가족적인 기업문화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항상 많은 혜택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은

여러분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턱’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보안계획팀 _ 김기현 사원

‘턱’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과의 만남

전년 비 고용창출률

신규채용인원 중 여성고용현황

(단위 : 명)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 근로 시 본인의 동의 필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및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임산부의 심야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여성근로자를 상으로 월 1회 생리휴가 부여(유급)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 휴가 90일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아를 가진 직원에게 육아휴직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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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경력개발 상담제도 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은 EP(Employee Profile)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본인의 현재

역량수준 및 역량개발분야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근무평가 시 평가결과 면담을 통해 성과결과 및 개선

방향에 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은 이와 같은‘근무평가결과

면담’및‘EP작성면담’을 통해 성과와 경력개발에 한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며, 사내 인트라넷의 상담

코너인‘Friends’를 통해 경력개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임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개인 모두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처우될 수 있도록 매년 성과와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 학력과 연공서열 부문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 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상, 배치, 육성, 경력관리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 임직원에게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3급 이하 직원에게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녀 간 임금차등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평균 보수액은 약

5,100만원으로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 공시에 게시된 공공기관의 직원평균 보수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복리후생 프로그램 역시 동종업계 평균수준으로 운 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에 45억원, 2006년에는 86억원을 출연하여 사내복지기금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거리에 거주하는 직원 및 무주택

직원을 위해 사원주택을 운 하고 있으며, 임직원 자녀들을 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및 배우자 입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직원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휴가 외에 직원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공로휴가를 제공하고, 여직원을 상으로 보건휴가 및 출산

휴가(휴직)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및 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직원고충상담 및 내부신고자 신분 보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들의 고충상담, 제안접수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행복풀이숲’을 운

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들은 누구나 비 이 보장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충상담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한편,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불이익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불이익 조치에 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화

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 현황

가족지원제도

�출산 ∙유아 보육지원

- 육아휴직제도 운 , 육아 휴직 시 일정급여 지원

- 산전∙후 휴가제도 운 , 아빠 출산휴가, 보육보조비 지급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간호사 상담), 모유 수유실 운

�선택적 복지제도 운 ∙학자금 지원∙사원주택 운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질병(사망, 암, 희귀병)으로 휴직/퇴직

시 일정금액 보상

�경조사 지원

�자녀 동∙하계 어캠프 운

�능력개발비 지급(어학 등)

건강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 제도

자기계발

�종합건강검진 매년 시행

�의료비지원(본인, 배우자 등 입원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실 신규설치 및 건강 상담, 옥상정원 설치

�연차휴가제도 운

�불임부부 시술 휴가제도 신설(시험관아기 : 남성 1주, 여성 1개월)

�장기근속공로휴가

�해외연수 휴직제도 운

�경조휴가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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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Win-Win을 위한 파트너쉽 형성

사업파트너 임직원 인권보호 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체결 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 여성의 보호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의 방안으로 사업파트너 전 사업장에 하여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용역원가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하 으며, 법정휴일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SLA)

2006년 7월부터 공항운 에 참여하는 사업파트너와의 합리적인 계약,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시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업 파트너사는 인천국제공

항공사와 협의하여 목표기준 초과 달성 시 분기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며,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및 차기 입찰 시 가점을

부여 받습니다. 사업파트너가 인력운용 자율성 확 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기부여제도 신설 시 평가가점을 받으며, 윤리경 실천 건수, 품질

시스템 또는 환경경 시스템 인증 등 지속가능경 실천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제공 건수, 부정자료 제출 등

윤리경 위반에 해 평가감점을 받아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반 됩니다.

SLA 공통지표 및 평가기준 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 , 시설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35개 분야 사업파트너와의 관계를

‘함께 성장하는 가치창출의 동반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파트너들은 공항안내서비스,

고객편의서비스, 항공기소음관리, 효율적물관리, 폐기물및수질관리등각분야별로이해관계자에

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경 의 방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 수행평가(SLA)와 경 혁신 노력이 우수한 사업파트너 직원들에게 성과에 한 격려로써 해외공항 견학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해외공항 견학을 통해 소관분야의 공항운 현황과 실태에 한 Benchmarking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향상은 물론

공항인으로서의 한가족 공동체 의식 제고를 통해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26명의 우수

파트너사 직원들이 4박5일 동안 상해 푸동공항과 홍콩의 체랩콕 공항견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역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LA 우수 사업파트너 직원들의

해외 선진공항 견학

구 분

가점

감점

측정 주기

분기

평가내용

지속가능경 실천 정도

윤리경 위반

평가기준

윤리경 실천 건수 ⅹ 0.3점

품질시스템 또는 환경경 시스템 인증 : 0.3점

직원 동기부여제도 신설 및 시행건수ⅹ0.3점

뇌물제공 건수 ⅹ -2점

부정자료 제출 또는 허위보고 건수 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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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가족 일체감 조성

사업파트너의 날 시행

매년 5월 셋째주 수요일을‘사업파트너의 날’로 지정하여 사업파트너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잔디구장에서는 38개 사업

파트너사 임직원 및 가족 2,000명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우수 6개 사업파트너사에 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파트너사 직원들은‘고객만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 ’, ‘지역사회에

한 공헌’등의 내용이 담긴‘인천국제공항 한가족 선언문’에 서명 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에 한

책임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 습니다.

하계 휴양소 및 한가족 프로그램 운

사업파트너 직원들의 복지만족도 향상과 인천국제공항 한가족 공동체 의식 조성을 위해 공항 인근지역

(왕산, 을왕리 등)에 하계 휴양소를 운 하고 있습니다. 하계 성수기(1개월)동안‘협력사의 날’수상업체

직원에게 휴양소를 우선 배정하여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하는 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국제

공항 근무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사 경쟁력 강화

친절왕 선발∙서비스경진 회∙합동 CS교육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파트너를 상으로 반기별로 친절왕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 사업파트너와 직원을 선발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파트너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비스 경진 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제안 내용과 기업에게는 아이디어

채택∙반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ㄜ한진중공업은‘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사례’발표로 동 회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

습니다. 또한 사업파트너 직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합동 CS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한가족 워크샵’을 개최하여 양측 모두 인천국제공항 구성원으로서 계층간의 벽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 구축

주요 사업 파트너사의 임직원과 정기적인 회의 및 간담회 등 여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의 소리가 원활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주요 사업파트너사 임직원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4,600명의

불만사항 등 현장의 소리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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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으로서의 IIAC

New Value Creation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근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종사자라는 점과 지역사회의 성숙과 발전이 곧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업시민으로서 실천할 사업의 주제로‘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 적으로 부족한 공항 인근 지역의

문화∙교육∙복지시설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지속

가능경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속가능경 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홍보사업을 탈피한‘New

Value Creation’차원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불어 협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상호이해의 과정을 바탕으로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의

지원 보다는 핵심공헌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지역

사회와 환경’을 핵심 사회공헌 분야로 선정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지역사회를 상으로‘지역학교 특성화 사업’

등 공항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현안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건설과 운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향과 지속경 관련 사안에 해 끊임없이 커뮤니

케이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 중수처리, 항공기 소음 등의 주변 환경과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내부

정책에 해서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현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처리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 전담부서인‘사회공헌단’은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사항이 제기될 경우 외부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기관협의와 내부의 경 진회의를 통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처리 과정을 절차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연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부활동은 2006년에 4억 6,800만원으로 총 기부금액 중

사회복지시설 등 소회계층에 한 기부는 35%, 지역사회는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전략 분야별 사회공헌 현황

연도별 기부금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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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회공헌활동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바람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핵심 사회공헌 분야를‘지역사회’로 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지원하는‘지역학교

특성화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위한‘공항문화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공원을 살려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구현될‘전통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교와,

문화복지관, 그리고 숲으로 이어지는 화합의 연결고리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을 통한 꿈나무 육성 - 지역학교 특성화 지원사업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 관심사인 자녀교육을 매개로 단순한 학교시설 기자재 기부 차원을 넘어 각 학교

마다 특색 있는 미래지향형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지역학교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통된 주제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10개

초∙중학교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 - 공항문화복지관 건립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의 창조적인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 실내∙외 사회체육시설, 청소년∙유아∙

노인 등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주요 시설로 하는 공항문화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참여가 높은 문화복지시설로 운 되어 공항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 문화 커뮤니티의 장 - 전통숲 조성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 표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에 유수지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통숲을 재현하는 전통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전통 숲과 경관을 조성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 하여 도시의 단순한 경관 녹지를 문화와 주제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탈바꿈하고자하며, 새로운지역문화를창조하기위해기업과시민단체및지자체가연계되어상생구조의

공통 파트너쉽을 구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9



문화∙체육 지원활동

인천하늘축제(Sky Festival)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제1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공동

으로 2004년부터 매년 9월 인천하늘축제(Sky Festival)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가을이

무르익는 9월의 마지막 밤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잔디광장은 Sky Festival로 인해 축제의 흥분과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과 현란한 조명 속에 5만 5천명의 시민들과 상주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축하콘서트, 화시사회, 세계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꾸며진 패션쇼,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사생 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들과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3일 동안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축제는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학 지원활동

항공물류 Scholarship Program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학과 더불어 협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항공물류 전공 학∙ 학원

생들에게 장학 프로그램을 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3개 학

(인천, 인하, 항공 ) 학생 총 15명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항공물류

전공 우수학생 조기발굴을 통해 학생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국가에 기여할 가치창조형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확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항공물류 Scholarship Program

공항인근지역 졸업생 포상

도서지역 학교 도서 기증

모형항공기 회 후원

미술전∙어린이 백일장 후원

활동 내용

산학협력 체결 학 학생들에게 장학 프로그램 운

우수 졸업생을 선발하여 표창 및 부상 지원

공항인근 도서지역 학교에 문구와 신간서적 기증

항공관련 학교 및 지역 학생 상 모형항공기 회 후원

인천지역 초,중,고교생 상 미술전∙백일장 후원

사
회
성
과

Sustainability Report 2007

90



프로그램

장애인∙소외학생 정보격차해소 사업 참여

지역사회 재난∙재해 지원활동

북한지역 나눔 활동 참여 및 후원

동전 모금함 설치 및 모금액 기부

인천 지역업체의 공항 건설사업 참여 정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자원봉사

중소기업제품 구매 사업 실시

활동 내용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및 공항주변지역 학교에 PC, 노트북 기증

인천국제공항 소방 의 지역주민 겨울철 급수지원 등 안전을 위한 활동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적십자사, 유니세프 등 NGO와 연계하여 모금함을 통한 기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발전을 위해 2단계 건설사업 수주 확 시행

공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장봉 혜림원, 믿음의 집 등 5개소 자원봉사활동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사업 실시

신나는 공항체험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상 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상으로 공항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항에서 행사용 여권과 탑승권을 발급

받은 뒤 항공사 체크인, 세관신고, 보안검색, 법무부 출국심사 등 공항터미널 도착부터 출국 시점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보며, 입국심사와 세관검사 등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해 서해 5도 중 하나인 청도의 초등학생 50여명은 2박 3일 동안

입출국 체험과 함께 활주로, 화물터미널을 방문하기도 하 습니다. 

이 외 공항신도시 혁준군 돕기, 인천국제공항공사 합창동호회의 자선음악회를 통한‘아름다운 재단’

성금 기부, 지역사회 내 소화기 기증 운동, 임직원 헌혈 참가운동, 사무용 PC의 사회복지단체 기증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NGO(NPO)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보호, 봉사활동 및 각종 사회봉사기관에서 시행

하는 모금운동에 간접 참여하여 비 리단체에 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 해 가고 있습니다.

나눔 활동

장애인 및 소외학생 정보격차해소 사업 참여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업무용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를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무료로 기증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C, 노트북 등 총 216 를

기증하여 장애인의 정보지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 으며, 도화초교 및 장봉 분교 등 공항주변 도서지역

학교에도 PC 및 프린터 26 를 기증하 습니다.

북한지역 나눔 활동 참여 및 후원

2005년부터 한민족 한핏줄인 북한지역 동포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사합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성금으로‘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통해 연탄 5만장을 북녘동포에

전달하 습니다. 또한 황폐해진 북녘 강산을 푸른 숲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직접 개성지역을 방문하여

나무심기를 하고 묘목을 기증하 습니다.

프로그램

인천하늘축제(Sky Festival)

인천마라톤 회

문화체육시설개방

무료 화시사회 개최

여객터미널 정기 문화공연 개최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출자

활동 내용

공항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 제공

인천지역 표 체육행사‘인천국제마라톤 회’후원

지역민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강당 및 종합운동장 무상 여

개봉 전 화를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무료 상

여객 상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공연

인천시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FC 주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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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가치 � 환경적 가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운 및 건설시 발생하는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경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음 세 의 환경을 생각하고 경제적 수익성과 생명의 존중을 균형있게 준비하는 친환경 공항을 구현할 것

입니다.

가치지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3 가이드라인 30개 지표와 BSR 가이드라인 34개 지표를 기반으로 환경 향의 중요성

및 이해관계자에 한 향력의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 습니다. G3 가이드라인 및 BSR 가이드라인 환경

성과지표에서 환경 향분석, 환경보전 노력, 기후변화와 재정적 향, 건설현장 환경관리, Green

Communication의 11개 지표를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지표로 설정하 습니다. 

친환경 경 성과 유지

건설 운 부분 ISO14001 인증 취득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재인증 취득으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에 기여

하고 있으며 고정식 소음 측정국 10개소, 기측정국 3개소, 환경조사차량이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측정해

항공기 소음, 기질, 수질, 폐기물처리 등 철저한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원단위전기사용량및 원단위연료사용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고 항공기

조명제어시스템을통해매년전력비4억원절감, 중수처리시설운 을통한상수 체효과및세금감면으로연간

17억원을절감하고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건설현장관리

2단계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 전에 환경 향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중에는 협의내용 이행실적을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지역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인천국제공항은 개항부터 중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운 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을 실현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 향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과의 Green Communication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공기소음 향권의 지역 주민을 상으로 봉사활동

및 초청행사를 시행하 습니다. 또한, 환경 사진 전시회 개최 및 환경 화 특별 상 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환경 Communication 증 를 위해 노력하 습니다. 

추진 성과 �

환경성과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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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성과 체계 �

향후 계획 � 철저한 환경관리 추진

현재 인천국제공항 지역 내 환경 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철저한 환경 향 분석 및 관리와 지속적인 공항

주변지역 환경보전 노력을 위해 3개 악취원인 제공시설인 중수처리장, 기내식 제조시설, 자원회수시설에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두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사 등 공항 사업파트너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선도하겠습니다.

2단계 건설 완료 이후 환경 향 관리

2단계 건설 완료 이후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공항 주변 지역 환경변화 및 환경 향을 관리하겠

습니다.

환경위기를 기회로 전환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전환하여 태양열 활용, 풍력발전 등 친환경 Project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과 가치의 원천이며, 세 를 초월한 공동의 자산입니다. 환경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생명에 한 존중이며, 미래에 한 준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 및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발생을 억제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경제적 수익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환경경 체계 구축

Vision 2010과 연계된 환경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 및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공항 운

및 건설을 수행하고자 지속가능경 전략‘Vision 2010’전략과제 중 하나로‘자연과 하나되는 환경

친화적 공항구현’을 선언하 습니다. 환경경 시스템 구축, 환경오염 방지, 환경질 모니터링 및 이해

관계자와의 공감 형성 등 다양한 노력으로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환경경 비전

환
경
성
과

Sustainability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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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 전략

인천국제공항은 환경비전인‘자연과 하나되는 환경친화적 공항구현’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경 체제

구축, 사전오염예방중심의환경관리, 지역사회 및 환경관련 NGO와의 협력강화 등 3가지 환경경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 체계 구축

국제기구 및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평가지표에 적합한 환경경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로벌 경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환경관련 NGO와의 협력관계 강화

공항운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하여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및 환경관련 NG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중심의 환경관리

중수처리시설(BOD 등 5개 항목), 자원회수시설(황산화물 등 7개 항목) 운 과 관련하여 환경 향평가

기준에 최고 50% 이내로 배출하는 목표를 설정∙운 중이고, 이에 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 습니다. 또한 오염발생에 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관리를 통하여 국내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처하고, 에너지 및 자연 친화적인 공항운 을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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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 체제 ISO14001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8년 공항건설에 한 ISO14001 환경경 체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공항 개항

이후인 2002년 공항운 분야에 한 환경경 체제 인증을 취득하여 공항운 및 건설 전분야에 한

환경경 체제의 구축과 운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 시스템은 지속적인 내부환경심사 및 본심

사를 통하여 환경 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개선 책을 수립, 시행하고 점검하는 PDCA Cycle을

반복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운 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침 수립 및 공포

환경친화적인 공항 건설 및 운 의 실현을 위해 ISO14001 인증 시, 전사 차원의 환경경 방침을 수립

하여 공포하 습니다. 환경경 방침은‘환경친화적인 공항운 ’실현을 위해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환경

경 체제의 체계적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방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든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협력사, 감리단 및 시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지속가능한 환경경 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환경경 방침은 2006년

지속가능경 계획에 의거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lobal Top 5 Air Hub로 도약하기 위한 Vision 2010에‘자연과 하나되는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일류 공항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환경목표 수립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공항운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경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아래와 같이 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환경관련 법규, 규정, 국제협약 등의 요건을 준수한다.

2. 공항 운 및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발생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향을 최소화 한다.

3. 환경목표 및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성과 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경

시스템을 구축한다.

4. 환경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5. 지역사회 및 환경 NGO와 공감 를 형성하는 환경친화적인 공항운 및 건설업무를 수행한다.

상기의 원칙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협력사, 감리단 및 시공사에

전달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항건설부문 ISO14001 인증 취득 : 1998. 5.

공항운 부문 ISO14001 인증 취득 : 2002. 11.

2003년 상반기 사후관리심사 실시 : 2003. 5. 15 ~ 5. 16

공항건설부문 ISO14001 재인증 취득 : 2003. 6

2003년 하반기 사후관리심사 실시 : 2003. 12. 4 ~ 12. 5

2004년 상반기 사후관리심사 실시 : 2004. 6. 22 ~ 6. 25

2004년 하반기 사후관리심사 실시 : 2004. 11. 9 ~ 11. 12

2005년 상반기 사후관리심사 실시 : 2005. 6. 21 ~ 6. 24

2005년 하반기 사후관리심사 실시 : 2005. 12. 6 ~ 12. 9

공항운 부문 ISO14001 재인증 취득 : 2005. 12.

공항건설부문 ISO14001 재인증 취득 : 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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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도입에 의한 환경 향 최소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운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 2만톤 처리능력의 중수처리시설을 운 하여 여객터미널, 국제업무단지,

교통센터 등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및 기내 오폐수 등을 수집 처리 후 조경용수, 화장실 잡용수, 냉각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내 4개소에 초기강우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강우에 포함되어 배출

되는 유분의 함유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공항시설 및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여

감량화 시키는 일 14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압축기, 선별분리기 등의

시설을 갖춘 재활용센터를 운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오염원으로 환경에 향을 미치는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책을 수립하는 등,

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조직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경 체제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시부터 환경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단장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환경관리 총괄

부서로 품질환경팀을 두고,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시설 운 을 위해

환경플랜트팀을 구성하 으며, 3개 사업파트너에 환경감시 시설,

중수도 시설, 자원회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운 시 환경관련 부서에 하여 ISO14001 사후관리담당

자를 지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협력사에도 ISO14001 담당자를 지정

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관리 지침 및 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

되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는 환경담당자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항 운 및

건설에 따른 환경 향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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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시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소음, 기질 등 환경 향요소에 한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

감시시설을 2000년 10월 구축하여 운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소음(공항주변 10개소)과 기질(공항주변

3개소), 수질의 경우 주요배출원에 하여 각 처리 시설별로 원격 측정망을 구축하여 운 하고, 측정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에는 환경조사차량을 이용하여 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측정결과는

실시간으로 환경관리소에서 취합 분석하여 환경변화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시설의 운

으로 공항 및 주변지역에 한 환경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 향

여부,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해소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질 감시 측정국

환경감시소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타 국제공항에 비하여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사고의 사전 예방과 현황 조사를 위하여 고정식의 소음측정국 10개소, 기측정국

3개소를 설치하여 운 중이며, 고정 측정국이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엔 이동식 환경조사

차량이 출동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고정측정국 미설치 지역 및 민원지역에 출동 조사하도록 설계된 환경조사차량은 인천국제

공항 환경조사에 있어서 빈틈없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이며,

앞으로도 기능을 백배 활용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품질환경팀 _ 김주희 사원

환경조사의 든든한 조력자 - 환경조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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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환경관리를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효과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경 을 위해 2006년 총 업비용의 4.6%인 215억원을

환경관리비용으로 투자하 습니다. 환경관리비용은 환경관련 용역비, 폐기물 처리비, 측정분석비 등의

환경관리비와 측정기 구매, 시스템 구매 및 환경개선공사 등의 환경투자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

니다. 2007년 개항 6주년으로 환경설비 및 시스템에 한 유지보수 이외의 신규설비 및 시스템에 한

투자수요 요구가 상 적으로 적어 환경관리비가 환경투자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인천국제공항은 내부 환경담당 직원뿐 아니라 공항운 협력업체, 건설공사의 감리단 및 시공사 환경

담당 직원들을 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환경에 한 의식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 내부 환경관리 담당직원들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품질재단, 로이드인증원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11명이 환경직무교육과 환경경 시스템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환경관련법규 준수내용

전파 등 공항운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한 감리단, 시공사 환경담당 직원들 111명을

상으로 환경경 시스템에 한 교육을 부서별로 시행하 습니다.

예방중심의 환경점검과 환경법규 준수

환경경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 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 2회 공사환경관련 부서, 민자

사업자 및 시공사에 한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점검은 건설현장과 운 분야 사업장에

환경관리점검을실시하여환경에 향을미칠만한조건이발견되면그즉시시정을요구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방빙관련 환경점검,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 기름유출

여부 점검, 배수로 점검, 2단계 건설지역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리상태 점검, 토사유출 방지 책 이행

여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5월과 11~12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 및 시공사를 상으로 한 ISO14001 내부

환경심사와 2006년 6월과 12월 민자시설 환경점검을 실시하 습니다. 2단계 건설현장의 경우 비산먼지

관리 등 현장 조치 가능한 지적사항으로 총 14건의 발생되었습니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공항운

시설의 경우 총 2회의 환경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 등 1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 으며, 지적

사항에 하여 재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경 체제 운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사업파트너, 협력기관, 민자사업체 모두의

노력으로 공항 개항 후 외부기관점검에 있어서 벌금이나 행정조치 등의 위법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기름, 연료 누출로 주변 환경에 향을 미친 사례도 없었습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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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OE/백만원) (KgOE/백만원)

인천국제공항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VA : Voluntary Agreement)’을 산업자원부와 체결

하 습니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원의 보존, 배출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전 등 인천국제공항의 친환경적인 공항 건설 및 운 에 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VA : Voluntary Agreement) 체결

에너지 관리와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에너지 소비 추이

2006년 인천국제공항 전기 및 열에너지 사용량은 전기에너지 87,368toe와 열에너지 10,917toe로 연간

98,285toe의 에너지를 사용하 습니다. 이는 전년 비 전기에너지는 0.2%, 열에너지 17.9% 등 총

2.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 TOE : Ton of oil equivalent)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위해 매출액 비 원단위로 산출해 보면, 원단위 전기사용량

및 원단위 연료사용량(경유, 등유 등) 모두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책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비개선, 에너지 절약 Program, 각종 에너지 절약 교육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교통센터 리테일 지역 PAC 설치,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점소 등 2개 구역 분리 운 등의 활동으로 2,739Mwh(약 3억

1천만원)의 전기에너지를 절약했고, CO2 농도조절 및 외기도입 차단을 통한 실내공기 순환으로 온수사용량을 절감하는 등의 활동으로

3,984Gcal(약 3억 2천만원) 정도의 기계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시설운 의 합리화 및 기능별, 유형별 에너지 수요형태 분석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절약 요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160,598ton/년으로 계산 되었으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2008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다각적을 분석하여 저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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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의 경우 토석의 부유에 의한 비산먼지가 주요 기 오염원입니다. 2단계 공사

에서 건설되는 제3활주로와 관련하여 골재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활주로 매립용 골재운반을

기존의 토석 운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을 컨베이어벨트로 체함으로써 안전, 환경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이용한 친환경 건설

건설현장 환경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11월 여객계류장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함으로써 공항 확장을 위한 2단계 건설사업을 시작하 습니다. 공항

건설 시 수반되는 환경 향은 주변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공항 전체에도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계시에는 설계서, 시방서 등에 환경

오염방지 조항을 명문화 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시에는 공종별, 공구별로 환경 향요인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 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 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환경점검계획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관련부서 및 각 시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용역사업의 결과를 시공사와 감리단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관리의 일관성 및 환경관리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벌개 제근목, 폐합성수지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 또는 공항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지형지질 관리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건설 현장 내 침사지 17개소, 침사보 15개소 및 가배수로 18,655m를 설치하여 수질

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하여 88,557㎡에 사면처리를 하 습니다. 특히, 절성토 지역의 수목(85,707주) 및 비옥표토

(1,776,488㎥)를 가이식하고 있으며 향후 공항 조경공사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음진동 관리

공항 건설현장 내에서는 골재생산시설, 토석운반차량, 발파 등에 의하여 소음진동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골재생산시설의 야간가동 제한,

토석운반차량의 속도제한(20㎞/h) 소규모 발파 등을 통하여 소음∙진동의 향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기질 관리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토석의 부유에 의한 비산먼지가 주요 기 오염원으로 이에 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골재생산시설, 절성토

지역, 토석 운반차량의 토석에 의한 경우가 비산먼지 발생원에 해당되며, 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골재생산시설의 상옥시설 설치 의무화,

절성토 지역의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골재 운반시 덤프트럭 신 컨베이어벨트 시설 도입, 방진벽 설치, 도로포장, 살수차 운행 등의

환경 향저감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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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지역 환경보전 노력

항공기 소음 현황

항공기 소음은 공항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하여 공항주변지역 및 인근도서지역 10개소에 24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항공기 소음 측정국을 설치하여 소음 책사업 추진 및 환경의사결정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항공기의 운항비중이 커지고 운항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항로변경, 소음

저감방안 추진 등을 통해 연간 소음수준을 75WECPNL1)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측정국에서 측정된 항공기 소음도는 최저

48.1WECPNL에서 최고 71.6WECPNL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 비 항공기 운항수는 1,132 에서

1,297 로 14.5% 증가하 으나 장봉도 동측의 평균 소음도는 0.86%로 미미한 증가 수치입니다. 

가중치 수

항공기 소음저감 프로그램

항공기 기종별 이륙소음도(Lmax)를 통계 분석한 결과 B747F, B747, DC-10F의 경우 항공기소음 감지

횟수와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운항종류별로는 화물기가 소음 향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 적으로 주간시간 에 비하여 야간시간 에 소음 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소음측정국에서 측정된 소음자료를 일/월/연간 주기적으로 통계∙분석하고

항공기소음도(WECPNL)와 고소음항공기의 주거지역 통과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각 항공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가중치 수 비 항공기 소음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에 한

조사 및 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소음저감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항공법에서 정하는 항공기소음 피해예상지역 및 소음피해지역에 한 기준 : 75WEC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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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질 측정

2) 점오염원 : 일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오염원

3) 이동오염원 : 정확한 유출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오염물질의 유입이 비지속적인 오염원

4) 환경기준은 인천시조례, 환경정책 기본법 중 강화된 기준 적용

기오염 예방 프로그램

수도권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에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기오염에 한 관심과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점오염과 이동오염원 관련 책을 수립하여

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인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건식세정탑, 활성탄 투입설비,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등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청정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

발생원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오염원 공항운 에 따라 여객계류장과 화물계류장에서 운행중인 지상조업장비(GSE) 및 차량 등

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분기 1회 차량배기가스 점검∙실시하고, 공항 내 운행중인

버스의 경우 청정연료공급시설은 CNG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및 교통센터에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관련 항목을 법정 요구사항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써 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항 내 기오염 예방을 위해 공항지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6 를

2007년 상반기에 교체하 고, 2008년까지 전 셔틀버스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들도 출퇴근시 승용차 요일제 및 카풀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기오염 예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오염물질 현황

공항운 시 기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으로는 자원회수시설, 도장시설 등의 점오염원2)과 항공기, 지상

조업장비, 각종 차량 등의 이동오염원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로부터 배출되는

기오염물질과 공항지역 운행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TMS(환경감시시스템)와

환경조사차량을 이용하여 공항신도시, 종도, 여객터미널 남측 중수처리장에 고정측정장치 등 24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환경감시시설을 구축하여 운 중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기질의 변화는 없었으며, 2006년 기질 측정결과

아황산가스는 환경기준의 33.3%, 일산화탄소는 6.7%, 오존의 경우는 환경기준의 60%로 양호한 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냉동기 냉매의 부분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냉매(HFC-134a)이며, 미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HCFC-22의 2006년 배출량은 환산 시

0.08톤-CFC-11eq.로‘0’에 가까운 상태이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점검

실내공기질 측정

PM-10(㎍/㎥)

50/년

50

41

52

SO2

0.015/년

0.006

0.006

0.006

CO

7.0/8hr

0.6

0.6

0.6

NO2

0.03/년

0.024

0.019

0.020

O3

0.06/8hr

0.032

0.033

0.034

구 분

환경기준4)

공항신도시

종도(주거지)

공항지역

측정항목(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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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중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조경용수, 화장실

잡용수, 냉각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공항 중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폐수는 총

293만톤이며, 이중 56%인 165만톤을 중수로 재활용하 습니다. 오염물 발생을 원단위로 산정해 본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질소(TN) 수질오염

물질 항목이 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변 유수지의 경우 공항

운 에 따른 환경 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상수 사용량 절감을 위한 중수처리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 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재활용

하는 자원친화적인 중수처리시설을 도입∙운 하여, 물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수처리시설은 공항지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여과 처리한

후, 세정 및 수질감시 설비 등을 거쳐 2006년의 경우 일평균 8,030

톤의 오수를 처리하여 4,513톤/일, 연간 165만톤의 중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수 처리한 물은 법적기준 BOD 6ppm보다 강화한 일평균

0.4ppm의 맑은 물로 고도 정화한 것으로 화장실 세정수나 잔디 살수

용수, 냉각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수처리시설 운 을 통해 상수 체 효과로 연간 약 1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항내 상수 사용량의 10%에

한 세금감면효과도 있어 2006년에는 2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

습니다.

초기강우처리시설 및 항공기 제방빙 폐액관리

여객계류장 및 화물계류장에서 발생하는 초기강우에 포함된 유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객터미널 계류장 서측 및 동측, 항공기정비고

등 초기강우처리시설 4개소(4,077㎥)를 설치∙운 하고 있습니다.

초기강우는 n-Hexane을 5ppm 이하로 처리한 후 수계로 방류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항공기 이륙 시 양력을 감소시켜 항공기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얼음, 서리 등을 제거하는 제방빙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공항

내 4개소에 전용제빙주기장을 설치하여 운 중에 있습니다. 사용된

제빙폐액은 저장탱크(7,320㎥)에 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하여 수질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항공기 제방빙으로 인한

제빙폐액의 외부 배출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005년~2006년 제방빙 모니터링 결과, 제빙폐액의 외부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2005년 배출량 수치가 전년 비 크게 감소한 것은 공항주변지역 골프장 개장에 의한

조경용수의 사용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으로의 유입이 감소한 사유임

6) 원단위 : g/백만원, 배출량= 배출농도(㎎/ℓ)×배출량(㎥)

(단위6) : g/백만원)

수질오염물질 배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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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수질 환경 향 평가

공항 남측, 북측, 동측 유수지 3개 지역의 2개 지점(정점)에 하여, 공항 건설 및 운 에 따른 환경

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인, 총질소 등 수질과 남조류의

종 구성현황 측정 및 현존량에 한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유수지 수질측정 결과, 수질상태는 전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

양화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원의 파악과 각종 처리 시설의 방류 및 배출수질 유지관리를 꾸준히 지속

하고 있습니다.

해양 수질 환경 향 평가

인천국제공항은 바다를 메꾸어 건설되었기 때문에 공항 건설 및 운 과 관련하여 주변 해양에 미치는

향에 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항 주변 지역 해양 수질 관련하여 해상 8개~11개

지점(정점)에 하여 연 4회 일반수질항목(12개 항목) 및 중금속 7개 항목에 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역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전과 공사기간, 그리고 공사 완료 후의 해양수질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하여 환경전문기관에서 측정된 자료와 비교 평가한 결과 체로 예년과 유사한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H, 용존산소량(DO) 등의 항목은 Ⅰ등급에 속하 고, 여타 항목들의 분석결과에서도

한강의 담수 유입 등을 고려해볼 때 공항건설로 인한 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금속의

경우 공사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1990년 중반 이후 안정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수지 수질 측정결과

2004

8.14

8.36

6.3

2.956

0.174

2005

8.22

8.63

7.30

2.195

0.089

2006

7.68

7.83

7.4

2.804

0.079

측정

항목

pH

DO(mg/l)

COD

T-N(mg/l)

T-P(mg/l)

북측유수지

2004

8.12

7.98

6.5

3.691

0.209

2005

7.92

8.47

7.3

2.195

0.089

2006

7.77

8.04

6.25

2.86

0.150

동측유수지

2004

7.96

7.88

6.4

3.521

0.224

2005

8.13

8.75

6.7

2.675

0.108

2006

8.13

8.03

5.7

2.421

0.095

남측유수지

측정항목

pH

DO

SS

TN

TP

2004

8.0

8.4

89.7

0.58

0.041

2005

7.7

8.7

30.2

0.54

0.050

2006

7.8

8.8

45.3

0.51

0.071

기준

7.8~8.3

7.5이상

300이하

30이하

측정항목

Cr+6

Cd

Pb

Zn

Cu

2004

0.215

0.246

0.600

10.952

2.705

2005

0.254

3.112

5.181

15.644

1.947

2006

1.866

0.530

1.608

6.075

2.557

기준

50

10

50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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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현황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소각 및 매립 등으로 선별분리하여 배출

합니다. 특히, 소각 상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상 폐기물을 제외한 전량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

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매출액 비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화율

(재활용률) 및 감량화율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공항운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발생

량은 총 12,141톤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 고 발생 원단위의 경우 13.87㎏/백만원으로 전년의

17.86㎏/백만원에 비하여 22% 감소하 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및 감량화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 폐기물

처리는 매립 17.3%, 소각 53.0%, 재활용 29.7%로 2005년 자원화율(재활용률) 및 소각률 78.8%에서

2006년 83%로 증가하는 등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기 보다는 중간처리 및 재활용을 우선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각 상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운 을

통해 일 140ton 용량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설의 소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유동상 소각방식7)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저감을 위해

쓰레기를 850~950�C의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 99%이상의 여과집진방식

으로 분진 및 입자상 다이옥신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산화물(SOx)이나 HCl과 같은 산성

가스는 반건식반응탑에서, 질소산화물(NOx)이나 가스상 다이옥신류는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 에서

90%이상 제거되어 법적 기준치의 1/1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운 되고 있습니다.

7) 유동상 소각방식(Fluidized Bed Incinerator) : 일반쓰레기와 슬러지를 동시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 방식으로 열기를 가열하여 태우는

스토커 방식과는 달리 바닥에 설치된 공기분산판을 통해 고온가스를 불어넣어 유동매체(모래 등)를 가열하여(700~800℃) 투입된 폐기물을

순간적으로 건조, 소각시키는 방식. 이 방식은 불완전연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일산화탄소(CO) 발생량을 최소화함.

지정 폐기물

사업장일반 폐기물

합 계

발생량

27.8

13,336.7

13,364.5

원단위

0.039

18.91

18.94

2004

발생량

28.1

14,124.8

14,152.9

원단위

0.035

17.82

17.86

2005

발생량

62.76

12,079.08

12,141.84

원단위

0.072

13.80

13.87

2006

(단위 : 발생량-톤, 원단위-㎏/백만원)

종 류

705,117 792,549 875,256매출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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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 보전

해양생태계 조사는 공항 주변 해상 5개 지점(정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식물 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물과 썰물사이의

조간 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플랑크톤은

2006년 7월과 10월의 조사에서 평균 1081.7ind./㎥의 개체수 도를

나타냈고 345ind./㎥~2,057ind./㎥의 범위를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점 사이의 개체수 도는 큰 차이를

보 습니다.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45,979cells/ℓ~970,271cells/ℓ의 분포로

총평균 310,419cells/ℓ가 출현하 으며, 이는 서해연안 평균적

범위인 104~107cells/ℓ범위 내에 분포하 습니다. 종도 조간

생물의 총 종수는 2006년에 101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공항 운 및 건설에 따른 자연 생태계 변화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항 전부터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및 조류

분야에 하여 연 2~4회의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공항 운 및 건설로 인한 환경 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러한 조사는 공항건설 최종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류

2006년 춘∙추계에 인천국제공항 일원에 도래한 조류는 총 36종

45,805개체로 다량 분포(우점종) 순으로 살펴보면 최우점종은 민물

도요, 그 다음으로 개꿩, 괭이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등입니다. 서식지 이용 및 이동상황을 살펴보면 종, 용유도 일원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류를 포함한 수조류의 이동상황은 2005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고, 공사현장의 변화에 따라 종도 내에서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993년부터 공항개항 전까지의 수조류의 도래실태를 살펴보면 공항

건설이 진행 중이었던 1997년까지는 도래수종 및 개체수가 연간 감소

하 지만, 서식지의 교란이 완화되던 1999년 이후로는 도래종수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1997년보다 도래종수, 개체수 양면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보 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인 2001~2006년

까지의 수조류의 도래실태를 살펴보면 공항 일 의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류의 도래현황은 조사 환경에 따라 연간변동의 차이가

있지만 도래종수 및 개체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일 에 노랑부리 백로 등 6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에 관한 조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도, 삼목도, 용유도 및 신불도를

상으로 식물상 및 동물상에 하여 연 2회 시행됩니다. 육상생태계

피해권역에 한 정 조사를 실시하 으며,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도

병행하 습니다.

조사 상 지역의 식물현존량은 169,770톤, 순생산량은 54,645톤/

년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녹지자연도는 1.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문헌조사, 채집관찰, 탐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 으며, 조사결과 포유류는 고라니를 포함한 9종과 양서∙파

충류는 총 3과 4종으로 양서류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2종, 파충류는

유혈목이, 무자치 2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곤충은 총 12과 20종으로

방아깨비, 땅강아지, 노랑나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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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와의 환경 Communication

지역 커뮤니티와의 communication을 통해 환경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역합 등 환경 관련 NGO로서 환경활동이

활발하고 역량있는 민간단체에 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소음 향권역인 모도 및 장봉도 지역 주민을 상으로 지원행사를 실시하

습니다. 2006년 3월에는 장봉도 등 소음 향지역 초등학생 및 교사 27명을 상으로‘신나는 공항체

험행사’를 개최하 으며, 2006년 9월 Sky Festival 행사에는 소음 향지역 초등학생, 교사, 주민 등 78

명이 사생 회에 참가하 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는 소음 향지역에 한 주민지원사업 및

자원 재사용의 일환으로 도화 초등학교 장봉분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무상 지원하 습니다.

환경자료 공개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감시시설은 공항운 에 따른 환경 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예방차원의 환경관리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환경관리 실적, 환경 향조사결과 및 성과지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성과보고서를 1996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05년 10호까지 발간하여

유관기관, 민간환경단체, 환경관련 학계 및 외 공항 등에 배포하여 우리

공항의 환경보전에 한 의지를 고양하 고, 2006년부터는 지속가능경

보고서로 통합하여 발간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Green Communication

과거 기업의 Communication 중심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 직원들이었으나,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중요시 되는 지속가능경 에 있어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역, 협력사, 소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분야에 있어, 환경측정자료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소음 책사업 추진,

소음 향지역 주민 초청행사, 환경사진전 개최 및 환경 NGO 후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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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그 품에 안기다

공항 환경보전에 한 이미지 제고 및 환경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구 곳곳의 모습을 담은 환경사진전을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약 1달간 여객

터미널 3층에서 24시간 무료 전시하 습니다.

이 행사는 환경재단과 공동 주관하여 총 84점의 사진을 통해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공항이용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환경 다큐멘터리 화‘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의 시사회를 2006년 11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사업

파트너, 상주기관장 및 직원 4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 습니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이재희 사장은“평소 환경경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

화를 무척 인상깊게 봤었다”며,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께도 이 화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 된 화 <불편한 진실>은 미국의 전 부통령 앨 고어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 온실

가스의 향, 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로 선댄스 화제와 칸 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얻은 바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 특별상 회

*전시품 : 세계적인 생태사진 작가인 Frans Lanting, Pascal

Maitre 등 10명의 해외작가 작품 약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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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의 표적 공기업으로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와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경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최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고서 작성기준이 2006년 10월 개정된 로벌 표준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G3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경 이슈를 포괄하기 위해 국내

지속경 지표인 BSR(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은 보다 구체적인 높은

수준의 실천의지와 방법을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보고서 내용구성에 있어 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채택하 고 보고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와 성과 비 미진사항의 기록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의 연계성 및 구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습니다. 이는 향후 보다 수준 높은 지속경 실현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계획을 제시할 경우

실행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목표치에 한 근거자료를 같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록에 구체적

으로 수록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하여 보고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안전, 보안, 사회공헌, 환경 부문은 국내외 외부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지구적 차원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도입이 구체화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직원을 포함한 사회부문에서 다양하고

벤치마킹 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정량화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제, 환경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과에 한 정량화 노력을 경주하여 균형

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 동안 연차보고서와 환경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내는 것은 지속경 실천에 한 강력한 의지의 다짐으로 내부고객에게는 실천의지를 높이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시계열적인 목표 비

성과의 비교와 유사기관 및 로벌 일류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보완해 간다면 좋은

성과가 기 됩니다.

윤 은 기

서울과학종합 학원 총장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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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보고서

‘인천국제공항공사지속가능경 보고서2006’경 진귀중

산업정책연구원1(이하‘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6(이하 ’보고서’)의 특정 정보에 한 독립

적인‘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수집과 작성, 정보수집 시스템 및 내부통제의 유지에 한

책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있습니다. 본 검증의 목적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 및 주장이 중 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는

지와 정보수집 시스템의 작동여부에 하여 독립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3자 검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검증배경및범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6’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 과 관련한 노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증하 습니다. 

○합리적 검증 : ‘경제성과’에 수록된 재무정보가 인천국제공항공사 2006년도 재무제표에 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검토

○제한적 검증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 사회성과, 환경성과, Appendix’에 수록된 정보가 적절하고 중 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는지 검토

※ 합리적 검증은 제한적 검증보다 상위수준의 검증임

독립성(Independence)

본 검증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에 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어떠한 향력, 이해상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 활동전반에 걸쳐 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기준(Criteria)

본 검증인은 보고서가‘GRI 지속가능경 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 G3 버전’과 AA1000 Assurance Standard*의 3 검증기준(중 성, 완전성,

반응성)에 의거하여 검증을 진행하 습니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경 보고 기준인 BSR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B.E.S.T 지속가능경 보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수준을 검증하 습니다.

*AA1OOOAS는 국에 소재한 사회책임경 관련 비 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1999년에 사회적, 윤리적인 회계, 감사, 보고에서의 질을 향상하여 조직 전반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지속가능경 보고서 검증기준입니다.

** BSR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 보고서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업의 보고 수준에 따라 단계별(5단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증방법및검증범위(Work undertaken and Scope)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중 성, 완전성, 반응성을 확인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언론 보도내용 검증

○보고서 정보 및 정보 수집 시스템에 한 검증(사내 지속가능경 조직, 시스템, 활동 검증)

○데이터 샘플링 및 고위험 역을 파악하여 주요 보고서 정보, 내부 정책, 문서 및 정보 시스템에 한 집중 검증

○본사 방문을 통한 현장심사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정보 담당자를 상으로 한 임직원 인터뷰

○지속가능경 담당 경 진 인터뷰

○보고서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치여부 검증

검증의견(Conclusions)

상기의 검증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증의견을 밝힙니다.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실린 보고내용이 중 한 오류나 편견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모든 중 한 검증결과를 본 검증보고서에 포함시켰으며, 세부 검증결과 및 향후 권고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

하 습니다. 

115



○중 성(Materiality) : 본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본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지속경 의 균형을 잡기 위한 주요

요소인 경제, 사회, 환경, 혁신경 , 창조경 에 한 내용이 고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핵심 이슈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중 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보고서에 적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완전성(Completeness)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집 시스템이 완전하고 타당한가?

본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 진회의를 통하여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한 이슈에 해 토론하는 것을 확인하 습니다.

ERP(전사적 예산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나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 습니다. 또한, 물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혁신적 개선활동에 힘쓰고, 구매규격사전공개제도 및 내부견제시스템을 통하여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 습니다. 환경부분에서도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환경관련 데이터를 측정∙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사회 차원에서 지속경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운 하여,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

이슈가 논의될 수 있도록 활발한 운 에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반응성(Responsiveness) : 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본 검증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상 설문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의사

소통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 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한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답변 및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향후고려되어야할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첫 번째 지속가능경 보고서인 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간의 지속가능경 에 한 추진의지와 성과를 담아 발간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속가능경 성과 및 보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검증인은 다음을 권고합니다.

[BSR 기준보고율] 

본 보고서를 BSR 기준으로 보고율를 분석한 결과, ‘BSR 가이드라인' 5단계 중 제5단계(성숙형)를 99.3%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0.7% 지표에 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한 경 권고서한을 참고하여 보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GRI 및 BSR 기준에

따른 지표 보고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고내용에 있어 정량적인 정보의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정보의심도] 

재무부분에서는 주요이슈의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사회 및 환경 부분에서는 미흡한 편입니다. 각 파트별 주요 이슈들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달성도를 함께 기재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나타내기를 권고합니다. 2차 보고서를 발간시에는 1차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기재된 내용들 중 일반적인 내용이나 중 성이 낮은 내용은 가급적

보고의 비중을 줄이고, 보고서 기간에 해당되는 주요활동에 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검증보고서 및 별도로 제출된 권고서한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다 체계화된 지속가능경 및 보고서 발행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2007년 9월 17일

(사)산업정책연구원지속경 연구센터장

서울 학교경 학교수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산업정책연구원은 1993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 윤리경 , 사회책임경 , 지속경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기관이며, 본 검증인 8인(조동성, 이석 , 신철호,

이윤철, 이동원, 김희정, 류 순, 안지연)은 경 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내

주요 학 교수진 및 지속경 자문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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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검토의견

환경부문 의견서

최근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환경 및 경제 의제가 되었습니다. 항공 부문 또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과 지상 장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 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계류장 지상 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기후변화 관련 공항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 여러

항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용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아

가고, 물류의 양과 승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연료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다양한 에너지 관리와 효율성 개선 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낳은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료와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를 장∙단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응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물류 관련 시설의 지붕과

공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환경은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편리한 공항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환경 공항으로 자랑이 되기를 기 합니다. 

최 열

환경재단 표(현)

서울환경 화제 집행위원장(현)

환경운동연합 공동 표(전)

월드워치연구소 선정‘세계의 시민운동가 15인’

유엔환경계획(UNEP) 로벌 500인

미국 골드만재단‘골드만 환경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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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R∙GRI G3 Guideline Index

�

�

�

�

�

�

N/A

�

�

�

�

�

�

�

�

N/A

�

�

N/A

�

�

�

�

�

�

�

�

�

◐

◐

�

�

�

�

◐

보고서 개요

A.기업현황 소개

B. 보고서 내용

C.이해관계자 참여

D.지속가능경

경제 성과

경제

A_1

A_2

A_3

A_4

A_5

A_6

A_7

A_8

A_9

A_10

A_11

B_1

B_2

B_3

B_4

B_5

B_6

B_7

B_8

B_9

B_10

C_1

C_2

C_3

D_1

D_2

D_3

EC1

EC2

EC31)

EC4

EC5

EC6

EC7

EC8

지속가능 경 에 한 비전과 이에 한 CEO 성명서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기업명

주요 제품과 서비스

주요 부서 조직도 및 자회사, 제휴사 등의 현황

합자회사, 일부 소유 자회사, 임 설비, 외주운 등의 현황

해외 사업장 현황

조직의 법적 소유구조의 성격

활동 시장의 성격

조직 규모

국내외 산업 및 비즈니스 협회 가입현황

보고범위

보고서 범위 제한 요소

보고기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의 비용과 효과 산출 기준과 정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과의 측정방법의 변화

보고주기

보고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이전 보고서 이후 변동사항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BSR 매트릭스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악기준 및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및 사용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향후 지속가능경 전략 및 목표

생성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향

조직의 정액연금제도 약정의 보상범위

주요 사업지역에서 인력 수급 및 조달

정부 수취 보조금

비핵심사업 인프라 구축

간접적 경제효과

브랜드 가치

1.1

1.2

2.1

2.2

2.3

3.8

2.4, 2.5

2.6

2.7

2.8

4.13

3.6

3.7

3.1

3.5

3.11

3.3

3.13

2.9, 3.2

3.4

3.12

4.14, 4.15

4.14, 4.16, SO1

4.17

–

–

–

EC1

EC2

EC3

EC6, EC7

EC4

EC8

EC9

–

10~11

10~11

표지

14

15, 31

15

–

15

32~37

15

138

4

4, 40, 66, 94 

4

4

–

4

4

–

141

118~121

8

9

9, 124~131

30

30

27~30

43~45

102

–

84

44

37

44

56, 75

BSR 지표 지표내용 충족여부 관련G3지표해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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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사회 성과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종업원

EC9

EC10

GR1

GR2

GR3

GR4

GR5

GR6

GR7

GR8

GR9

GR10

GR11

GR12

GR13

EM1

EM2

EM3

EM4

EM5

EM6

EM7

EM8

EM9

EM10

EM11

EM12

EM13

EM14

EM15

EM16

EM17

EM18

EM19

EM20

EM21

혁신경 성과

창조경 성과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이사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수립∙실행∙감독하는 조직구조

임원 보상과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와의 연계

이사회 활동내용 및 결정사항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현황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관련된 헌장

기업의 사전예방원칙 준수 여부

주주의 이사회 권고안 및 제안 제출방법

조직 최상위기구의 이해 충돌 방지 프로세스

종업원 현황

종업원과 경 진의 구성현황

남녀 종업원 평균 임금

사업지역, 동종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복리수준

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평균근속연수

차별관행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결사자유정책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강제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노동조합 관련 조직개요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조항 및 가입 종업원 현황

기업의 운 변화 시 종업원에 한 정보 제공, 협의 등에 한 정책 및 프로세스

안전보건 위원회에 한 설명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노사합의 사항

종업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 준수현황

ILO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에 한 준수현황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부상 및 질병발생 종업원 수와 결근률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

4.1, 4.2 

4.3

4.2

4.7

4.9

4.10

4.5

–

–

4.8, 4.12

4.11

4.12

4.6

LA1

LA13

LA14

EC5

LA2

–

HR4

HR5

HR6

HR7

–

LA4

LA5

LA6

LA9

–

LA14

LA8

LA7

LA3

–

46~51

52~63

68~69

68

68

68~69

69

31

69

68~69

132

133, 139

69

69

69

84

68, 84

85

85

84

84

84

86

84

84

82

82

82

17

17

132

85

85

84

85

84

BSR 지표 지표내용 충족여부 관련G3지표해당페이지

� : 보고서에 공개됨 ◐ : 보고서에 일부 공개됨 � : 보고서에 공개안됨 N/A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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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N/A

�

�

N/A

�

�

�

�

◐

�

�

�

�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EM22

EM23

EM24

EM25

EM26

EM27

EM28

EM29

EM30

EM31

EM32

PN1

PN2

PN3

PN4

PN5

CS1

CS2

CS3

CS4

CS5

CS6

CS7

CS8

CS9

CS10

CS11

CS12

CS13

CS14

CS15

CO1

CO2

CO3

CO4

CO5

CO62)

CO72)

종업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 현황

노동쟁의 현황

윤리경 전담부서, 투자규모, 보고라인

윤리경 에 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침제공

종업원 교육훈련 평균시간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 및 경력개발 관련 종업원 상담제도 운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의 비율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비율

임직원의 가족친화경 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 이슈

협력업체 선정요인 중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한 고려

협력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한 평가 프로세스

협력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한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제품 및 소비자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 이슈

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공정경쟁, 독점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수명주기 동안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제품정보 제공 관련 정책 및 관리

소비자의 주요 의견 및 반 결과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혁신한 제품과 서비스

제품 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소비자 만족 관련 정책 및 관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제품철회 사례 및 이유 설명

소비자 안전보건 관련 법규위반 및 민원 사례

제품정보 제공 관련 법규위반 사례

광고에 관련된 표준과 자발적 강령준수 현황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위반 사례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만사항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 이슈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정책, 절차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내 구성원 투입시간 및 투입비용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정치적 로비와 헌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한 기부금

–

–

–

–

–

LA10

LA11

LA12

HR3

HR8

–

–

HR1

HR2

–

–

–

–

SO7

PR1

PR3

–

–

–

PR5

–

PR2

PR4, PR9

PR6

PR7

PR8

–

HR9,S01

–

–

SO2, SO3, SO4

SO5

SO6

132

82

82

21, 30~31

20

80~81

80~81

85

81

81

22~23, 78~79

66~67, 86~87

86~87

86~87

86~87

86~87

66~67,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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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72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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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

7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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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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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N/A

N/A

�

�

�

�

�

�

�

�

�

�

�

�

N/A

�

�

�

�

N/A

N/A

�

�

�

환경 성과

환경정책 및 투자

원재료 및

에너지 사용

환경 향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CO8

CO9

EV1

EV2

EV3

EV4

EV5

EV6

EV7

EV8

EV9

EV10

EV11

EV12

EV13

EV14

EV15

EV16

EV17

EV18

EV19

EV20

EV21

EV22

EV23

EV24

EV25

EV26

EV27

EV28

EV29

EV30

EV31

사회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현황

환경관련 투자 및 비용

환경 향감소를 위한 정책

정량화된 환경목표 및 성과

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천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구 위한 목표와 프로그램

직접 에너지 사용량(운 , 제품생산, 운송 포함)

간접 에너지 사용량

총 수자원 사용량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원자재 사용량

재생원료 사용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배출량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NOx, SOx 등 주요 기오염물질 배출량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양

수계 폐기량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조직이 방출한 폐수가 수역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

조직의 취수가 수자원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 주변 환경에 미친 향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장 위치, 크기, 생물다양성에 향을 주는 사례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향

제품 중 재생가능한 제품 무게와 실제 재생 무게의 비율

간접에너지 감축 성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활동 및 운 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 관리

조직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자연서식지의 변화 및 조직이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거나 복구한 사례

사업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동식물 명단에 등록된 종의 수

바젤협약 첨부 I, II, III 그리고 VIII 기준 위험 폐기물의 발생, 운송, 수입, 수출, 처리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 한 환경 향

환경관련 법규 준수 현황(지역별, 산업별)과 법규위반 및 벌금 내역

2.10

SO8

EN30

–

–

EN18

EN5, EN6, EN7

EN14

EN3

EN4

EN8

EN1

EN2

EN16

EN17

EN19

EN20

EN22

EN21

EN10

EN25

EN9

EN23

EN11, EN12

EN26

EN27

EN7

EN12, EN14

EN13

EN15

EN24

EN29

EN28

40~41, 66~67, 94~95

139

138

–

101

98~100

94~95

102

102

106~109

102

102

106

–

–

102

105

105

105

108

106

106

107

106

101

109

104~105

–

102

109

108~109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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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 EC3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직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 CO6, CO7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표내용 충족여부 해당페이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Google CEO 에릭슈미트는 기업의 최고 자산은 브랜드와 고객의 신뢰라고

하 습니다. 이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 투명경 과 연결됩니다. 2002년부터 미국은 윤리경 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제정하 으며 실천 방법으로

보안과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 지수에도 반 되고 있

습니다. 21세기 세계 최고의 U-Airport를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도 지속가능경 핵심 전략의 회사로

완벽한 보안을 바탕으로 한 안전운항 체제 구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안을 넘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 이행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규격인 ISO 27001 취득, 외부 전문가 검증 등을 지속적

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부문

임종인 위원

고려 정보보호 학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지속가능경 의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부문, 건설 부문, 물류 부문 전문가를 상으로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 에 한 인터뷰를 실시하 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하여는 향후 경 에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온 국민의 관심과 기 속에 개항되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단계 건설이 완료된 활주로나 유도로 등은

큰 결함 없이 이제 7년째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2단계 건설공사가 한창인데, 1단계에 시공된 시설

물들의 부분적 결함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들을 잘 분석하여 2단계 공사에 반 한다면 동일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한 컴퓨터의 힘을 빌어 사회적

과오를 감출 수 없는 정보데이타의 추적과 그 내용의 즉시적 파급효과는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 폭발

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 목적은‘이윤창출이다’라는 경제적 결론으로 모든 기업활동이

합리성을 갖던 시 는 이미 지났습니다. UPS의 창업자 Jim Casey는‘기업윤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명예로운 행위(Honorable Conduct toward others)’라고 상기하면서 기업의 주고받는 경제적 활동도

정당하고 타당한 사회적 규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나 상품판매가치와

화폐적 가치의 교환은 그 거래의 동일한 정당성이 윤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립자

정신이 계승되어 UPS는 직원들의 기업활동에서 매우 엄격한 도덕적인 사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절제된 행동, 정직과 성실이 100년 넘는 회사의 기본되는 생명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윤리의 지킴은 기업과 고객간의 신의를 유지하게 하는 근간이 되며 따라서 서로 믿음에 의하여

상업적 거래도 지속된다는 철학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접 에 의한 판매 촉진이나 다른 요인으로

향을 주어 얻어내는 판매확장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시도와

비공식적 거래활동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UPS의 지속가능경 은 이러한 철저한 윤리적

바탕위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시화함으로써 직원들에도 떳떳한 자기 긍지를 갖도록 하는 한편, 자연히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정직한 업활동과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는데 기업의 지속적

성장 목표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윤리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부문

서 찬 위원

한양 교통공학 교수

물류 부문

정명수 위원

UPS한국지사장, 

UPS Korea Express 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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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결과의 지속가능경 반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고객과 상주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고객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상주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환경, 복지 등의 회사에 한 만족도가 낮다면 낮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인식하에 회사 내부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복지 등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회사 내부 직원에게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회사 정책에 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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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평가(ACI) 조사 _ 공항이용객 상

고객의 소리(VOC) 관리현황 _ 고객 상

상업시설 고객만족도 조사 _ 고객 상

지역사회 공헌사업 조사 _ 지역학교 상

사업파트너 현장방문 조사 _ 사업파트너 직원 상

상주업체 직원만족도 조사 _ 공항상주직원 상

가족친화 설문조사 _ 직원 상

내부직원 투명성 조사 _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직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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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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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7개)

�공항 직원의 친절성/도움성

�여권 및 비자심사(출, 입국)

�세관심사, 보안검색 등

시설/운 항목(25개)

�식당시설, 쇼핑시설

�편안한 기시설, 화장실

�체크인 기시간

�육상교통, 주차시설 등

|  평가항목 |

|  참여공항 |  86개(2006년 기준)

지 역

미 주

아 시 아

유 럽

아프리카&중동

참여공항

�덴버, 휴스턴, 벤쿠버, 미네아폴리스 등

�인천, 홍콩, 창이, 나고야, 시드니 등

�코펜하겐, 히드로, 스키폴, 게트윅 등

�두바이, 도하, 케이프타운 등

1. 공항에 한 전반적인 만족도

2. 공항의 분위기

3. 공항직원의 친절성 및 도움성

4. 공항 안 길 찾기 편리성/안내표지판

5. 항공편 안내 스크린

6. 편안한 기시설 및 도착/출발게이트

7. 주차시설

8. 공항보안에 한 느낌

9. 수하물카트 이용의 편리성

10. 수하물 찾는 속도

11. 터미널 청결도

12. 가격 비 주차시설 만족도

13. 다른 항공편과 연결의 용이성

14. 공항 안에서의 이동 편이성

15. 화장실 이용 편이성

16. 화장실의 청결도

17. 쇼핑시설

18. 비즈니스 시설

19. 보안검색 요원의 친절성

20. 보안검색 정확성

21. 보안검색 신속성

22. 식당시설

23. 음식점의 가격 비 만족도

24. 쇼핑시설의 가격 비 만족도

25. 공항-목적지/출발지-공항 간 육상교통

26. 여권 및 비자심사(출국)

27. 여권 및 비자심사(입국)

28. 세관심사

29. 탑승수속 직원의 능률

30. 탑승수속 데스크 앞에서 기시간

31. 탑승수속 직원의 친절과 도움

32. 항공사(1/2등석 여객용) 라운지

서비스 평가 총 32개 항목

서비스평가(ACI) 조사 공항이용객 상 공항이용 전반에 한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86개 참여공항이 참여한 2006년 평가결과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에

이어 종합 1위를 달성하여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공인받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  주요성과 |

■ 32개 평가항목 중 29개 부문 1위 달성

■ 수하물 찾는 속도, 비즈니스 시설부문, 음식점의 가격 비 만족

도는 3위권내 평가

■ 13개 ACI 시상분야 중 인천국제공항이 속한 4개 분야 석권(연간

최우수 공항상,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공항상 등)

지속가능경 반

정부기관(세관,법무부),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개선위원회,

서비스분야포커스그룹, 인천국제공항고객위원회운 등외부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계획 |

■ 서비스개선위원회 정기개최(분기별)

■ 고객위원회, 서비스 분야 포커스 그룹 활성화 추진

(홈페이지 운 , 정기 모임 주최 등)

■ 평가주관 : ACI (Airport Council Int'l, 국제공항협회)

■ 평가시기 : 분기별 7일, 연간 28일

개항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제공항협회(ACI)로부터 공항 이용객을 상으로 서비스에 한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우리공항의 국제적 위상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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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 공항이용 불편도, 처리결과 만족도 측정 고객의 소리(VOC) 관리현황

조사결과

처리결과에 한 만족도(해피콜) : 8.06점(10점만점)

불만률 : 25%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공항운행 버스 종사자 불친절과 주차 행 이용

불편과 같이 중교통 이용에 만족도가 저조하 으며 그 다음 공항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 습니다.

지속가능경 반

처리결과에 한 만족도(해피콜) 증진목표 : 9점

불만률 목표 : 전년 비 5% 감소 추진 (20% 목표)

중교통 회사, 출입국관리소 등 공항상주기관과의 서비스개선위원

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담당부서별 실적관리(KPI), 협력사와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고객만족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객의 소리 분석결과 및 업무처리절차 |

공항이용객과 잠재고객을 상으로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사항을 고객 감성경 에 반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 : 총 2,889명 (출발/도착 여객 64.4%, 환 객/상주직원 8.1%, 기타 28%)

구 분

총괄(건수)

증감(%)

일 평균

불만(건수)

불만률(%)

2005

2,394

△8.4%

6.6

1,008

42

2006

2,889

21%

7.9

7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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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 상 공항 상업시설 이용 만족도 평가

조사결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에게 현재 상업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설문하여

현재 만족 수준과 불만족 수준, 주요 불만점에 해 파악하여 상업

시설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 습니다. 

■ 가격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수립

■ 최우수 사업자에 한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 하위 업체에 한 옵션계약 불허

지속가능경 반

상업시설 서비스 수준을 우수하게 유지시키고,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기 수준 성장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권별, 매장별 서비스 취약점 발굴 및 개선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규 서비스 창출

■ 회 수 : 연 2회

■ 방 법 : 고객 상 만족도 설문 및 가장고객 조사(Mystery Shopping)  

■ 조사 상 : 설문조사 N=3,100/회, 가장고객 N=385/회

만족도(Satisfaction)

중
요
도
(Im

p
o
rt
a
n
c
e
)

만족도(Satisfaction)

중
요
도
(Im

p
o
rt
a
n
c
e
)

만족도(Satisfaction)

중
요
도
(Im

p
o
rt
a
n
c
e
)

|  항목분석 |

|  상업시설별 충성도 |

|  Portfolio 분석 |

고객만족도/가장고객 조사를 통해 서비스 취약부분을 발굴_개선하고, 상업시설 운 자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

하여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상업시설 운 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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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교 상 특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역사회 공헌사업 조사

조사결과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에서 특성화 사업지원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 습니다.

■ 국제화 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부문 4개교, 국제관

계 이해부문 1개교 총 5개교가 신청하 습니다.

■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3개교에서 특성화 교육을 지원

하 습니다.

지속가능경 반

지역사회에 한 사회책임경 의 일환으로 학교별 특성화 제안사업에

한 지원규모를 조기에 확정하여 청소년 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일정 |

■ 외부 사회공헌 전문가 자문 및 심사 추진

■ 학교별 특성화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 확정

■ 협약체결(인천국제공항공사↔지역학교)

■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가동

(단위 : 백만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학교를 상으로 청소년교육에 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인교육 차원의 맞춤형 교육여건

지원을 위하여 학교별 특성화 상사업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 습니다.

학교명

인천공항초등학교

삼목초등학교

인천 종초등학교

인천도화초등학교 장봉분교

인천운서초등학교

인천신흥초등학교 신도분교

인천용유초등학교

용유중학교

종중학교

인천공항중학교

학생수(명)

1,103

1,010

225

19

128

37

114

41

120

855

제안사업명

국제이해

English Zone 구축

자격증 취득과정 운

사물놀이

전통음악 교육

사물놀이

해양교육

어 뮤지컬반 & 어팝송반

어 연극반 & 생활중국어반

외국어 회화 & 독서논술프로그램

제안금액

78

43

42

20

42

32

54

14

21

20

■ 조사 시기 : 2007년 1월~3월

■ 조사 방법 : 설명회 개최 → 학교별 특성화 상사업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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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파트너(아웃소싱) 현장방문 조사 사업파트너 직원 상 공항운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

조사결과

주요 불만사항에 하여는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아웃소싱 제도개선을 통하여 반 하

습니다.

■ 주요 불만사항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지속가능경 반

정기적인 현장 방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실시로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및 개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만족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아웃소싱 계약 및 제도개선

■ 아웃소싱 운 관리 향상

■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제고

■ 조사 상 : 12개 용역 16개 업체

■ 계약기간 및 입찰내용

�최저가 입찰제도 변경 등 계약제도 개선

�과업내용 구체화 등

■ 인력운 및 비용

�협력사의 자율성 보장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

■ 후생복지 및 동기부여

�비용절감에 한 이익 분배

�우수업체에 한 계약기간 연장, 입찰시 가점 확 등

■ 기타 애로사항

�정보 공유 부족

�잦은 직제개편 및 감독자 변경에 따른 의사소통 곤란

|  주요 면담내용 | |  업무 처리절차 |

의사소통채널을다양화하고사업파트너와유 감을향상키위해사업파트너관리자와현장근로자들에게정기적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협력사의 Needs를 파악하고 아웃소싱 개선에 한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28



공항상주직원 상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만족도 측정 상주업체 직원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공항 내부고객인 상주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팀별 만족도를 KPI에 반 함으로써 공항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주요성과 |

■ 상주직원 집중인터뷰(FGI) 시행을 통한 불만족 사항 발굴 및

개선추진

�상주직원 휴게시설 개선

�상주직원 입주자 지원센터 홍보강화 등

■ 내부 팀별 CS 지수발표를 통한 경쟁유도 및 KPI와 연계로

강력한 서비스 개선 유도

지속가능경 반

공항 이용객 일선에서 활동하는 상주직원의 만족도 증진이 공항

이용객 만족도 향상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주직원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노력을 지속 시행 할 계획입니다.

|  활동계획 |

■ 상주직원 만족도 조사시행(연 1회)

■ 평가 주관 :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평가 상 :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상주직원(정부, 항공사, 입점업체, 지상조업체)

내부고객인상주직원의불편사항을발굴하고이를개선키위한일환으로상주직원만족도조사(CS컨설팅용역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주직원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평가항목 |

주요품질요인

공항구조

편의시설

승강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협조

공항서비스

평가항목

�실내 냉난방, 실내 환기, 편안한 조명, 층간 이동편리 등

�휴게실

�화장실

�직원식당

�주차장, 샤워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업무처리정도

�업무처리태도, 불편사항처리

�보안검색, 출입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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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설문조사 직원 상 여가/보육제도/업무스트레스 반응도 측정

조사결과

사회 트랜드와 일치하게 직원들은 가족과의 여가 및 보육에 한

높은 관심을 보 으며, 관리자와의 관계 등 인관계가 업무상 가장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가족친화적이며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활동에 한 높은 관심 및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경 반

가족친화경 프로그램에 반 하여 가족참여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보육지원 서비스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장기과제로, 현재 성수기시 원활한 여객서비스를 제공

하는 차원에서 운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며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110명을 상으로 여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 선호도, 보육지원에

한 만족도, 업무에 한 만족도, 유연근로 시행시 희망시간 를 조사하여 근무환경 개선활동에 반 하고

있습니다. 

■ 설문응답자 정보 : 총 110명 (성별 : 여성 25, 남성 : 85 / 결혼여부 : 미혼 34, 기혼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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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직원 상 청렴도 측정 내부직원 투명성 조사

조사결과

간부직원 종합청렴도는 90.8점으로 청렴한 수준임

�차원별 : 개인태도(91.7점), 업무내용(90.8점), 업무과정(87.7점)

�평가형태별 : 하급자평가(91.7점), 상급자평가(90점), 동료평가

(89.8점) 

|  분석결과 |

■ 간부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청렴도와 업무 수행 능력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렴도(67%)를 업무수행능력(33%)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상급자평가에서 청렴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위별로는 부서

장급에서 청렴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지속가능경 반

종합청렴도는 청렴한 수준이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6년

청렴도 평가에서 10점만점 9.2점(전체평균 8.77점)을 획득하여

건교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초일류 로벌 기업을 지향, 세계 최고의

청렴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계획 |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

■ 부패발생 요인 사전차단 - 내부고발제 활성화

■ 청렴도 평가(국가청렴위원회) 최상위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전사적

확산 추진

■ 평가 상 : 총 108명 (본부장 4명, 실∙단∙원장 5명, 팀장 84명, 1∙2급 팀원 15명)

■ 조사 기관 : 갤럽 코리아

■ 평가 시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평가 방법 : 다면평가(상위평가/동료평가/하위평가 병행), 총 1,018표본 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간부직원에 한 윤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업무과정, 업무내용,

개인태도에 한청렴도를평가하여윤리경 을실현하고청렴한조직구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상위 역

업무과정 청렴도

업무내용 청렴도

개인태도 청렴도

업무수행 평가

측정항목

�공정한 업무지시 (사적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도모여부) 

�직원관리의 공정성 (지연, 학연에 의하는지 여부)

�업무처리의 투명성 (필요정보 공개 여부)

�고객관리의 투명성 (고객 정보보호, 거래공정성여부)

�예산집행의 투명성 (여비/업무추진비의 투명사용)

�인사관련 업무의 공정성 (인사청탁이나 압력)

�이권관련 업무의 정당성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지)

�금품향응 비수수 (금품이나 향응 수수여부)

�검소한 생활 (호화업소에 자주 출입하지 않는지)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친목을 넘어서는 사행성 도박행위)

�근무태도의 성실성 (근무시간에 사적업무를 하는지)

�업무에 한 전문성 여부

�민원의 효과적 응 여부

�리더십 발휘 여부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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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현황

국내법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 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경 에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기업의경 구조개선및민 화에관한법률, 상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 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 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농지법, 사방사업법, 산지

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건축법, 항로표지법, 건설기술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

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 각종 형사법,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근로

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국제협약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국제협약을 준수합니다.

�UN 로벌 컴팩트(2007년 3월 가입), ILO노동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약 및 그 부속서

위반사항

다음사항에 한 위반(법원판결, 처벌, 벌금) 사례가 2006년 1월 이후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고객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 위반, 처벌, 벌금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 위반, 처벌, 벌금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처벌, 벌금

기타 법규준수

다음과 같은 BSR∙GRI G3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법규들에 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준수 및 해당사항

기업 형태별 지배구조 관련 법규정 및 준수사항

아동노동금지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강제/강요노동금지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종업원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소비자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공정경쟁 및 독점에 관련된 법규정 준수사항

소비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소비자 사생활 침해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지역사회 관련 법규정 준수사항

참고사항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해당 BSR∙GRI G3

GR9

EM9

EM10

EM22

EM23

CS2

CS3

CS11

PR8

C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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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Business Conduct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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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윤리지침은 로벌 일류 공항기업으로서의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원의

행동기준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윤리경 부문에 게시

하 습니다.

윤리강령(Code of Ethics)

핵심가치(Our Values)

Integrity(정직하고 성실한 업무자세), Safety & Security(고객의 안전과 보안 최우선), Accountability(업무에 한 책임성), Contribution(사회적

책임이행), Value Creation(끊임없는 가치창조), Creativity (창조적인 업무 개선 마인드), Trust(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Continuous

Learning(지속적 학습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ies)

임직원(Employees) : 개인의 역량강화, 건전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근무환경 제공,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채용, 개인의 존엄성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배제한다.

고객(Consumers) :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최상의 품질, 보건, 안전서비스 등을 제고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다.

주주(Shareholders) : 투명한 의사결정과 경 활동으로 기업가치 증 ,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협력업체, 거래처, 공급자, 고객 등 사업파트너(Business Partners)와는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지속가능경 (Sustainable Management)

환경경 (Environmental Management) :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환경친화적 공항을 구현한다.

윤리경 (Ethical Management) : 부당한 이익과 뇌물 배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회공헌(Community Involvement) :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업무와 관련된 사적이익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며 윤리지침에 동의하고 외부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한다.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inancial Statements

구 분

Ⅰ.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산총계

Ⅰ.유동부채

Ⅱ.고정부채

부채계

Ⅰ.자 본 금

Ⅱ.이익잉여금

Ⅲ.자 본 조 정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2005

119,679

118,011

1,668

6,565,889

58,651

6,449,433

57,804

6,685,568

1,315,409

2,294,128

3,609,536

3,050,246

27,275

(1,489)

3,076,032

6,685,568

2006

114,535

112,523

2,012

7,243,605

49,928

7,156,087

37,590

7,358,140

1,478,492

2,356,466

3,834,958

3,352,345

170,995

(158)

3,523,182

7,358,140

(단위 : 백만원)

구 분

Ⅰ.매 출 액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Ⅴ. 업이익

Ⅵ. 업외수익

Ⅶ. 업외비용

Ⅷ.경상이익

Ⅸ.특별이익

Ⅹ.특별손실

ⅩⅠ.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ⅩⅡ.법인세비용

ⅩⅢ.당기순이익

2005

792,549

391,890

400,659

56,867

343,792

41,529

209,770

175,551

–

–

175,551

51,658

123,893

2006

875,256

407,687

467,569

61,163

406,406

31,188

235,581

202,013

–

–

202,013

56,885

145,128

(단위 : 백만원)

차 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00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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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Ⅰ. 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당기순이익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4. 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Ⅳ.현금의 증가(감소)

Ⅴ.기초의 현금

Ⅵ.기말의 현금

2005

392,704

123,893

229,393

(38,800)

78,218

(644,782)

2,144

(646,926)

259,231

3,840,857

(3,581,626)

7,153

3,199

10,352

2006

512,425

145,128

224,939

(24,508)

166,866

(829,431)

8,351

(837,782)

316,789

4,686,819

(4,370,080)

(267)

10,352

10,085

(단위 : 백만원)

현금흐름표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00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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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해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년 미국의 국제적 환경단체연합인 CERES와 UNEP 등이 중심이 되어 1997년 설립한 기구로 1997년 발족되었다. GRI는

세계 각국의 기업, NGO 단체들, 컨설턴트 등 세계 각국의 환경 및 사회 분야 관련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6월 최초의 지속가능경 가이드라인인‘GRI Guideline’공표 이후, 2002년

5월 GRI G2 Guideline, 2006년 10월‘G3 Guideline’을 공표하 고, GRI Guideline은 지속가능경 보고서 가이드라인

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RI G3 Guideline

2006년 10월 공표된 GRI Guideline의 3번째 개정판이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세가지 기본축(Triple Bottom Line)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 성과를 제시하는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GRI G3 Guideline은 총 7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BSR Guideline, 국내 지속가능경 보고서 가이드라인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 보고서 확산을 목적 으로 산업자원부, 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IPS)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내

지속가능경 보고서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의 보고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 보고수준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다.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회

1991년 1월 국제공항운 협의회(AOCI)와 공항협의조정위원회(AACC), 국제민간공항협회(ICAA) 등 공항과 관련된 협회 3개를

합쳐 설립한 단체로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5개 전문상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CI는 전 세계 공항의

협력 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공항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항시설ㆍ

기술ㆍ운 등에 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4월 회원으로 가입하 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ACI 아태지역 부회장이자 세계 집행

위원회 이사로 활동중이다.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 운송 제반 관련 연구, 항공운송분야에서의 안전성 증 , 국제항공운수업자간의 우호 증 를 위한 단체로 1945년 쿠바

하바나에서 설립되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140개국 270여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 조직구성은 총회, 집행위원회, 6개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에 한항공이, 2002년에 아시아나

항공이 회원으로 가입하 다.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수송의 발전과 안전, 항공운송의 경제성 증 등의 목적으로 시카고 민간항공조약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1949년에

시카고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1947년 UN 산하기구로 발족되었다. 조직구성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및

3개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952년에 회원으로 가입하 다.

CAT-III b

지상주행에 시각보조물을 이용하여 시정 50m까지의 기상조건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계기 활주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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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물류창고에서 공항까지 화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전자식별기술로 인천국제공항 RFID 시범사업은 정보

통신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RFID 사업이 본격화되면 제조공항 물품관리, 공통인프라 거점관리, RFID 항공

화물관리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되며 물류서비스 고도화의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RFS (Road Feeder Service), 트럭복합일관수송제도

RFS 서비스는 타지역의 항공화물을 트럭으로 공항까지 운반, 항공기로 환적한 후 최종목적지까지 수송하는 트럭-항공기

연계 복합운송서비스로서, 연간 20% 가량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항공화물을 인천국제공항에 유치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Wave

환승객이 편리하게 최근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도착 스케줄과 출발 스케줄이 2~3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연계되어 나타

나는 현상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 운 체계를 구축하여 4 Wave시스템에 기반한 공항 운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이라고도 한다.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소음도와 이∙착륙횟수를

주간, 야간, 심야로 구분 가중한 횟수를 고려하여 항공기소음을 평가하는 국제 단위이다.

Sludge Cake 슬러지

오수 및 폐수에 포함된 부유물질이 처리공정에 의해 미생물과 부유물질이 혼합된 상태를 말하며, 슬러지 Cake은 미생물과

부유물질이 혼합되어 가라앉은 슬러지를 뽑아내어 인위적으로 농축∙탈수시켜 수분이 제거된 고상물질을 말한다.

항공기운항가중 수

이∙착륙 횟수를 주간, 야간(주간 비의 3배), 심야(주간 비 10배)로 구분 가중한 횟수를 뜻한다.

※ 이∙착륙 횟수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₁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전까지의 횟수를 N₂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전까지의

회수를 N₃ 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N＝N₁ ＋3N₂ ＋10N₃ )

유동상식소각방식(Fluidized Bed Incinerator)

일반쓰레기와 슬러지를 동시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방식으로 열기를 가열하여 태우는 스토커 방식과는 달리 모래를 가열하여

(700~800℃) 투입된 폐기물을 순간적으로 건조, 소각시키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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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관 평가 및 협회 가입실적

수상 실적(2005-2006)

인증 실적(2002-2006)

협회∙단체명

한국항공진흥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능률협회

한국항공경 학회

미래포럼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산업정책연구원 윤경CEO

한국선진화포럼

항공우주법학회

가입연도

1999

2003

1999

2006

2005

2005

2005

2005

2005

2004

협회∙단체명

새얼문화재단

한국여성재단

재단법인 환경재단

SERI CEO

윤경 클럽

한국항행학회

한국품질재단/ISO9000/14000 협의회

환경보전협회

한국경 자총협회

인천경 자총협회

가입연도

2000

2006

2006

2006

2007

2005

2002

1995

1996

2003

협회∙단체가입 실적(1995-2006)

년 도

2006. 11. 27

2006. 08. 02

2004. 05. 20

2003. 11. 26

2003. 09. 05

2002. 11. 15

인증서 명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KOSHA 18001(안전보건경 ) 인증

화장실문화품질인증서

공항운 증명서

생산성향상우수기업지정서

품질경 인증서

수여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외 2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

항공안전본부장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

LRQA Korea 주식회사

구 분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시상명칭

세계 최고 공항상

세계 최고 서비스상

아시아 최고 서비스상

중 형 공항 최고 서비스상

아태평양 이용객 선정 최고 공항상

2006 독자 선정 세계1위 공항

2006 올해의 공항상

2006 한민국안전 상

아태지역 최고 공항상

공기업만족도 2위

역벤치마킹 최우수기관 선정

최우수 창간 사보 상

건교부 산하기관 청렴도평가 1위

세계 최고 서비스상

아시아 최고 서비스상

중 형공항 최고 서비스상

가장 발전하는 공항상

2005 한민국서비스만족 상

2005 한국물류 상수상

수여기관

OAG : (Official Airline Guides, 항공운송정보회사)

ACI(국제공항협회)

ACI(국제공항협회)

ACI(국제공항협회)

ACI(국제공항협회)

GLOBAL TRAVELER

Centre for Asia Pacific Aviation

행정자치부장관상(소방방재청, 경향신문사)

ATRS

정부(기획예산처)

정부(국무총리실)

한국사보협회

국가청렴위원회

AETRA(ACI+IATA)

AETRA(ACI+IATA)

AETRA(ACI+IATA)

AETRA(ACI+IATA)

한국일보사

건설교통부, 한국물류협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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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로벌 콤팩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패, 인권, 노동, 환경분야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4일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

습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인권, 노동, 환경, 부패에 한 UN Global Compact의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경 을 통해 지속가능

경 의 전부문에서 로벌 선도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로벌 콤팩트 준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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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Guideline 적용 수준 및 참여방법

GRI G3 Guideline 적용 수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GRI G3 보고서 적용 수준 기준표에서‘A+’수준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 되었음을 자체 선언하여 공시합니다.

보고서 제3자 검증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IPS)은 본 보고서가 G3 Guideline 적용 수준 중

‘A+’에 적합함을 확인하 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참여방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 에 한 추가정보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검색이 가능하며

본 보고서에 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집필진 |

전략혁신기획단장 임병기, 사회공헌단장 조용기

김 일, 양광희, 유상원

|  담당부서 |

혁신경 : 경 혁신평가팀 032-741-2205~6

창조경 : 전략기획팀 032-741-2161~2

윤리경 : 사회공헌팀 032-741-2107~8

사회책임경 : 사회공헌팀 032-741-2161~2

가족친화경 : HR기획팀 032-741-2304~5

환경경 : 품질환경팀 032-741-2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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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보다 나은 지속가능경 보고서 제작을 위해 독자 여러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 주주 � 일반 투자자 � 사업 파트너 � 인천국제공항 근무자

� 공무원 � NGO등 사회단체 � 지속가능경 전문가 � 미디어 � 학계 � 기타 _______________

2. 인천국제공항공사지속가능경 보고서에서가장 만족스러웠던부분은?

� 회사소개와 지속가능경 전략 � 경제 성과 � 사회 성과 � 환경 성과 � 부록

3. 인천국제공항공사지속가능경 보고서에서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 회사소개와 지속가능경 전략 � 경제 성과 � 사회 성과 � 환경 성과 � 부록

4. 보고서 전반에 한 만족도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5. 다음 항목에 한 평가를 독자 여러분의평가는?

사용한 용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중요 이슈에 해 충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 내용은 믿을만 하다

디자인이 보기 좋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6. 기타 인천국제공항공사지속가능경 보고서에 한 의견을 자유롭게적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

Tel : 032-741-2107, 8

Fax : 032- 741-2160

Homepage : http://www.airport.or.kr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매우 그렇지않다

�

�

�

�

그렇지 않다

�

�

�

�

보통

�

�

�

�

그렇다

�

�

�

�

매우그렇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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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ld Best Air Hub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Tel : 032-741-2107, 8     http://www.airport.or.kr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