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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의
본 보고서는 2007년 첫 발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두 번째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와 목적,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Where Dreams
Become Reality
Sustainability Report 2008

보고범위 및 주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 타 사업장 및 해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고범위를 본사에 한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정량적인 데이터는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성적인 데이터는
2008년 상반기까지의 경영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3~4개년도 데이터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통화단위는 원화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 G3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전략 및 프로필, 경영 방식과
성과지표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였습니다. 지표 관련 보고 현황은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World Best Air Hub

보고서 신뢰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획, 작성 및 최종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Tel : 032-741-2161, 2 http://www.airport.kr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점
1) 중요성 분석(Materiality Test)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토대로
내·외부 주요 이슈를 종합하였으며, 우선 순위에 따른 자체 검토를
통해 24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서에 적용하였습니다.
2) 주요 이슈에 따른 보고서 구성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요성 분석 결과 도출된 24개
이슈를 이슈별 연관성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도를 고려하여 8개
이슈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슈군에 따라 보고서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이해도 및 가독성을 증진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Feedback 결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Sustainability Report 2008

About the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의
본 보고서는 2007년 첫 발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두 번째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와 목적,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Where Dreams
Become Reality
Sustainability Report 2008

보고범위 및 주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 타 사업장 및 해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고범위를 본사에 한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정량적인 데이터는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성적인 데이터는
2008년 상반기까지의 경영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3~4개년도 데이터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통화단위는 원화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 G3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전략 및 프로필, 경영 방식과
성과지표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였습니다. 지표 관련 보고 현황은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World Best Air Hub

보고서 신뢰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획, 작성 및 최종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Tel : 032-741-2161, 2 http://www.airport.kr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점
1) 중요성 분석(Materiality Test)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토대로
내·외부 주요 이슈를 종합하였으며, 우선 순위에 따른 자체 검토를
통해 24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서에 적용하였습니다.
2) 주요 이슈에 따른 보고서 구성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요성 분석 결과 도출된 24개
이슈를 이슈별 연관성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도를 고려하여 8개
이슈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슈군에 따라 보고서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이해도 및 가독성을 증진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Feedback 결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Contents
보고서 개요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

UN Global Compact

CEO Message

14

지속가능경영 Highlights

16

회사개요

18

UN Global Compact는 UN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제창한

지배구조

20

자발적 협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Risk Management

21

Vision 2010

2007년 3월 24일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7월 Leaders Summit에 참여하여 공사의

22

주요 경영성과

24

투명·열린경영

26

이해관계자

28

중요성 분석

30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존중하며, 공사 경영 전반에서 이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의 꿈을 향한 끝없는 열정
공항운영과 성장

34

신성장동력

42

공항 안전 및 보안

48

고객

52

임직원

58

사업파트너

66

지역사회

70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

74

The Ten Principles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Appendix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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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합니다.
더 큰 미래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가 소망하고 바라는
지속가능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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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인천국제공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에 대한 수동적 순응자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 갈 능동적 선도자로서
미래의 새로운 조류에 대하여 끊임없는 준비와 대응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입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한 이후 불과 7년여 만에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1위, 그리고
ACI(국제공항협회)의 공항서비스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초유의 성과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6월에는 건설과 운영을 병행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년의 시간과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2단계 건설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역사적인“무결점”
의 그랜드 오픈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차세대 초대형 항공기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4천미터급 활주로와 최고의 편의시설이 집약된 탑승동을
필두로, 이용자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최첨단 항행안전시설과 유비쿼터스 시스템, 고객중심의 이상적인 시설
배치와 다채롭고 품격높은 문화예술 컨텐츠 등이 더해짐으로써, 단순한 항공운송기지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와 즐거
움이 살아 숨쉬는 신개념의 공항 복합 Complex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에 대한 수동적 순응자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 갈 능동적 선도자로서
미래의 새로운 조류에 대하여 끊임없는 준비와 대응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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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증가와 여객의 니즈(Needs)에 한발 앞서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개선함으로써 최고의 경쟁력을 지켜갈 것이며,
특히 공항 주변을 항공운송과 물류는 물론 비즈니스, 레져, 엔터테인먼트, 쇼핑 기능이 망라된 국제적인 공항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 세계가 인정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고부가가치의 지식상품으로 개발하여 해외 공항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초일류 허브공항을 향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 발전의 중심에는‘사람’
이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치창조형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개개인의 역량과 의지를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기업문화를
함양해 나아갈 것이며, 정직과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공항 운영의 전반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도덕적인 기업의 면모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든든한 초석임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가치로 향유될 새로운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우리 모두의 열정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곧 전 세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향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숭고하고 진심어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들의 도전과 성과, 그리고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이 보고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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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지속가능경영 Highlights

2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그랜드 오픈

공항서비스 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3월

약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A380과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같은차세대항공기를수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탑승동과 4천m급 초대형 활주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사상

등 2단계 공항건설 공사를 2007년

최초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

10월 완료하고, 총 900여 차례의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

시운전과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에서 인천국제공항은‘세계 최우수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항’
뿐만 아니라,‘아시아-태평양

2008년 6월 완벽한 2단계 그랜드

최고 공항’
,’
중대형공항 중 최고

오픈을 이루어냄으로써, 인천국제

공항’
‘아시아-태평양
,
이용객이

공항은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의

선정한 우수공항’ 등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6월

‘Air Cargo World’
가 주관하는

입지를 굳히고 세계적 수준의 상업

공항이 수상할 수 있는 4개 부문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

제4회 항공화물 공항평가에서

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게 되어

모두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어

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으로 선정되

여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냈습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사상

‘2008 Eagle Award’
를 수상했

었습니다. Air Cargo World紙는

최초의 공항 서비스 평가 3년 연속

습니다. Eagle Award는 투자에

매년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세계 1위 선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상응하는 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신뢰성, 고객만족도, 처리 시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정신, 고객 서비스에 대한 헌신

운영 능력 등 4개 항목을 평가해서

정상급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국제

되었습니다.

이끌어 낸 공항 및 항공관제 서비스

공항은 전 세계 화물 처리량 100만톤

회사에 IATA(국제 항공운송협회)가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공항 가운데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1위를 차지,

인천국제공항은 Eagle Award

미국 멤피스 공항과 함께 종합 1위로

수상으로 항공사를 대표하는 국제

선정되어 항공 화물 분야에서 세계

기구로부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최고 공항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

인정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하였습니다.

선사하는 차원높은 복합 문화공간
으로 변모하였습니다.

Eagle Award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3월
미주지역 최대 항공화물 전문지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
으로 도약하였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16

Air Cargo 선정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

항공기 운항 무사고
100만회 돌파

UN Global Compact
가입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
대상 수상

친환경 경영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6년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10월

만인 2007년 10월 항공기 무사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열린

운항 백만회를 돌파하였습니다.

경영연구원이 주관한‘2007 친환경

인천국제공항의 무사고 운항 백만회

경영대상’에서 공공/공기업분야

돌파는 단기간에 이룩한 항공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경

이착륙 백만회의 의미를 넘어 공항

영대상은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운영의 핵심인 안전과 보안 수준도

UN Global Compact는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12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세계 정상급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

최소화하면서 친환경경영체제를

되었습니다

경제포럼에서 코피아난 전 유엔사

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모범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기업과

무총장이 제창한 UN 산하의 자발적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친환경제품에 대해 시상하는 상으로

협약으로써 세계 인권선언, 국제

산업자원부 장관상(지속가능경영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노동기구(ILO) 선언, 리오(Rio) 선언,

대상 최초보고서 발간부문 대상)을

수상은 공항 건설에서부터 운영에

UN 부패방지협약을 토대로 인권,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기업

이르기까지 지속적 환경개선 활동과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총 10대

선정은 윤리·사회책임·환경·

환경영향요인 저감 노력 등 환경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

혁신·창조경영 부문에 대해서

친화적 공항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3월 UN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 각

노력을 경주해 온 값진 결실입니다.

Global Compact 가입에 따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 노동, 환경,

심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관계

반부패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자에 대한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대내외에

활동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높게

천명하였으며, UNGC 한국 네트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워크 활동 및 2007년 7월 Geneva
에서 열린 Leaders Summit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지지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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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

공항 산업의 특성
지난 20세기는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와 산업이 발달하였다면, 세계화·국제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물류·정보가 교류
되고 상호 조화 및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변화함으로써 공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년간 약 3조원의 투자비용과 연 350여만명을

회사개요 <2007년 12월말 기준>

투입하여 제3활주로, 탑승동, 무인자동열차(Star Line) 등의 핵심시설을 포함한

회사명

인천국제공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오픈을 통해 IT, 서비스, 문화와 휴식, 쇼핑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공항을

공사설립일

1999년 2월 1일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 공항이 나아갈

자본금

3조 5,523억원 (주주구성 : 정부 100%)

총자산

7조 8,675억원

매출액

9,714억원

당기순이익

2,070억원

조직구성

4본부 4실(원), 862명

시설현황

여객터미널(1동) 496,000m2, 탑승동(1동) 166,000m2
부지 21,292,000m2, 자유무역지역 2,706,000m2
국제업무단지 495,000m2

출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스카이72㈜, ㈜인천시민프로축구단

회사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 2단계 그랜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7년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 여객운송 세계 11위, 화물처리
세계 2위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경제적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성과

경영 성과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 여객 세계 10위권
(단위 : 만명)

개항 이후 최초로 당기순이익 2천억원 돌파

(단위 : 만톤)

3,123
( 10.8%)

(단위 : 억원)

매출액

256
( 9.4%)

당기순이익

9,714

2,819
2,605

234

2,408
213

1,979

215

7,051

8,753
2,070

184
1,495

2003 2004 2005 2006 2007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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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38

2005

1,451

2006

2007

사업영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재 사업영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개발, 부대사업 및 공항 건설/운영에 관한 연구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공항건설 및 운영지원 사업 진출 등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공항운영
•운항, 터미널 운영, 보안 및 안전, 지상서비스, 공항 내외 시설유지 등
•공항운영수익 : 5,200억원(2007년말 기준)
- 수익원 : 공항수익(착륙료, 정류료, 계류장 사용료 등) 및 시설사용수익(여객 공항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탑승교 사용료, 유틸리티 사용료, 수하물 처리시설 사용료 등)

상업시설 및 물류단지 운영
현재
사업영역

•면세점 상업시설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
•임대수익 : 4,292억원(2007년말 기준)
- 수익원 : 토지임대료, 건물임대료, 체크인카운터 사용료, 상업시설 사용료, 광고료 등

공항건설
•공항내 시설 건설 및 개발
•2단계 건설 : 3조 917억원(정부출자 33.5%)
- 탑승동 1동, 활주로 1본,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신축 등
※ 미래항공수요에 대비하여 3단계 공항건설사업을 준비 중

주변지역개발(Air City)
•공항주변 14,465,000m2 부지에 6개 클러스터의 드림월드(Dream World)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쇼핑ㆍ휴식ㆍ관광ㆍ레저ㆍ엔터테인먼트 등 연관시설 개발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주요 추진현황 : Air City의 핵심선도사업인 Fashion Island와 Fantasy World의 1단계 사업
2012년 완료

미래
사업영역

※ Fashion Island, Fantasy World 투자 규모 : 약 7조 ~ 10조 예상

해외사업 진출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항 건설/운영 역량을 전문화, 체계화, 패키지화하여
해외사업 진출
•주요 추진현황 : 인천시ㆍ경제자유구역청ㆍ인천도시개발공사 등과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영종지역 마스터 플랜’
에 Air City 플랜을 반영하고 국책연구원 용역 수행
결과인‘Air City 개발 계획’
을 근거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2007년 투자유치 금액 : 약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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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강화하고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주 및 자본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공기업으로, 모든 경영활동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의거하여 균형있는 의사
결정 체계와 투명한 책임경영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3조 5,523억원으로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여성이사 1명을 포함하여 비상임이사 7명과 상임이사 6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등 공사의 주요업무 및
집행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하여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사회 운영평가는 매년 내부 평가 및 정부경영평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상임이사는 정부 경영평가 및 경영목표와 연계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강화
월 1회 개최되는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경제, 법률 등 비상임이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사회는 총 20회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의결분야와 보고분야를 각각 21개 분야와 7개
분야로 확대하고, 의결안건은 전년대비 77.4%, 보고안건은 전년대비 200% 증가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2007년 5월 신설하고, 분기 1회 개최함으로써 경영현안의 사전논의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및 전문성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건의 비상임이사의 경영 제언을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경영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2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
공항 현장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정부 정책 및 공항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일 오전 9시 공항관련 소식 e-mail 송부,
이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공사경영현황 파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장경영평가소위원회

예산심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정 소위원회(신설)

임원추천위원회(신설)

예산변경심사위원회(신설)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4인
외부인사 3인

비상임이사 2인
외부인사 1인

회계 및 업무감사

2006년도 사장경영성과
평가

2007년도 예산 심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된 규정
제정

자질과 역량이 있는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2007년도 예산에 대한
합리적 변경

개최 : 7회

개최 : 4회

개최 : 5회

개최 : 2회

개최 : 3회

개최 : 1회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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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재무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비재무 부문까지 확대하는 전사적 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공항운영 관련
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재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무구조의 건정성 도모를 위해 재무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1단계 감시(Guard)→2단계 주의(Watch) →3단계 경고(Warning) →
4단계 위기(Emergency)’등 재무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위험 수준에 따라 유사 시 별도의 긴급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재무
관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또는 현안사항 발생시 재무위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차입계획 검토, 수출보증금융(ECA) 헷지 보고
등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 체계

위험수준에 따른 대응체계

재무위험 관리시스템

재무위험 관리위원회

•위험 인식 및 측정

•위험한도 설정

•적정부채구조 분석

•재무정책심사

재무
위험 관리
•전문가 초청교육
•국내전문기관 위탁

재무위험 전문가 육성

•외부전문가 피드백
•경영정보와 연계

Feedback

자금시장
1단계
감시(Guard)

공사제시금리로

공사제시금리로

2단계
주의(Watch)

합리적인 비용으로

3단계
경고(Warning)

4단계
위기(Emergency)

•주가하락, 금리상승 등 •자금경색, 부도증가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가신용등급 2단계이상 하락
내수감소로 경제 •외환보유고 대폭감소 •10대 그룹 계열사 부도
금융시장 불안
Fundamental 불안 •기업체감경기 악화 심화 •금리폭등으로 자금시장
기능상실
•유동성 자금 5,000억 •유동성백업라인 모색 •유동성 백업한도
•금리수준불문하고 경상자금
확보
•추가유동성 자금
5,000억 이상 확보 확보 노력
•당좌 및 유동성 백업한도
5,000억 확보
최대한 방어

내부회계관리통제시스템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회계사무규칙 및 회계기준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매반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강화
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통제시스템을 2008년 4월 구축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통제시스템을 통해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회계처리
프로세스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등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부감사와 외부 감사인이 검토하여 필요 시 감사
보고서에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비재무분야 리스크 관리
비재무 분야 위기관리 이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 재난, 홍보, 갈등 등 비재무 분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T/F Team을 2007년 7월 구성하여 공사 위기 상황에 대한 자체 진단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2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위기관리 지침을 제정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ERM, Enterprise Risk

분야

이슈

경영위험

해외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재난위험

이상 기후로 인한 풍수해 · 설해 등
각종 재해재난 가능성

홍보위험

공사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언론
보도 대응체계 필요

갈등 및 기타위험

주변지역개발 등 관련 사업으로
인한 시위, 파업 가능성

Management)을 구축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자(CRO, Chief Risk Officer)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내 위험 및 위기요인에 대한 예방과 전략 실행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
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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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전략 Vision 201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전략 Vision 2010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을 통해 고객, 투자
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기본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7월 CEO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전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인
Vision 2010을 수립하였으며,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창조를 위해 혁신경영, 창조경영, 투명·열린경영, 사회책임경영, 가족친화
경영, 환경경영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

Vision 2010

Global Top 5 Air Hub by 2010
혁신경영

환경경영

창조경영

지속가능경영 분야

6대 영역
가족친화경영
투명 . 열린경영
사회책임경영

추진전략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구현

공항 수용능력
극대화

Air City 건설

초일류 공항기업
실현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전략인 Vision 2010을 통해,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2010년까지 세계 5대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기존
Vision 2010의 59개 전략과제 및 215개 실행과제를 14개 전략과제, 55개 실행과제로 조정하여 지속가능경영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 구현

•항공수요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
•물류 중심기지화 실현
•최상의 공항운영 서비스 구현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운영시스템 구축

공항 수용능력 극대화

•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
•공항운영효율 극대화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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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ity 건설

•정부와 유기체적 협조체계
구축
•전략적 투자환경 구축 및
투자자 유치

초일류 공항기업 실현

•선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세계 최고수준의 상업시설
운영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사업 진출
•전략적 인재육성 및 열린
기업문화 정착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A World Best Air Hub
위상 제고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Vision 2010과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혁신기획단
전략기획팀에서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실행과 관련 통합조직인 사회공헌단을 구성하여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전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Workshop 시행, 간부직원 및 미래리더 핵심교육에 지속가능경영강의 편성, 신입직원 대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속
가능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혁신기획단

사회공헌단

경 제

사 회

환 경

혁신경영

창조경영

투명 . 열린경영

사회책임경영

가족친화경영

환경경영

경영혁신평가팀

전략기획팀

지속경영지원팀

지속경영지원팀

HR기획팀

품질환경팀

지속가능경영 발전방향과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지속가능경영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중장기 윤리경영 로드맵 수립, EAP(직원도움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 문화
기반 형성 등을 달성하였고, 아시아 공항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전사적 확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전사적 ERP시스템 구축 및 핵심 사회공헌활동 추진, 여성인력의 전략적 육성, 친환경제품 녹색구매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경영 전 분야의
체계화·가속화를 도모하고, 최종 단계인 2010년에는‘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
을 목표로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하고자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과 환경경영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정착화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

성숙기 (2010~)
성장기 (2008~2009)

도입기 (~2007)
•지속가능경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재배치 등 공항운영효율화 완결
•중장기 윤리경영 로드맵 수립
•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시행
•EAP(직원도움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문화 토대 구축
•환경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
위상정립

•전사적 ERP시스템 재구축
•u-Airport에 기반한 서비스 고도화
•공항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B/P 창출
•핵심 사회공헌활동 확대 시행
•여성인력의 전략적 육성
•친환경제품 녹색구매제도 도입 및
확산

•우량 글로벌 기업 및 해외공항과
인적자원 교류 확대
•고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 구축 및
해외사업 진출 확대
•사업파트너와 윤리경영 공동추진을
통한 Clean Airport 실현
•가족친화문화 정착을 통한 선도적
기업문화 모델 실현
•환경회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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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적극적인 항공수요 증대 노력의 결실로 개항이후 최초로 국제선 여객 3,000만명을 달성하고 환적률
50%를 초과하여 허브공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항이후 최초로 당기순이익 2천억원 돌파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성과
항공기 운항 2007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실적은 총 211,404회로 1일 평균 579회 운항하였

(단위: 만회)

항공기 운항

21.1
( 16.2%)

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유가급등,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항공수요 창출을
18.2

통해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습니다.

16.0

16.1

13.0

여객 운송 2007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운송 실적은 총 31,227,897명(1일 평균 85,556명)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여, 국제선여객 기준으로 세계 1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환승여객은 3,793,008명으로
전년대비 12.9% 늘어났으며, 환승율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12.3%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2010년까지 환승율 20%를 목표로 하는‘Project 20/10’
시행을 통해 환승여객 증대 및 환승율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만명)

여객 운송

3,123
( 10.8%)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08

화물 운송 2007년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운송실적은 총 2,555,580톤으로 1일 평균 7,002톤의 화물을

2,605

2,819

1,979

처리하였으며, 미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BRICs 및 중동지역의 개발 수요확대로 전년대비 9.4% 증가
하여 세계 2위 공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환적화물은 1,280,192톤으로 전년대비 13.9% 성장

2003 2004 2005 2006 2007

하여 환적률 50.1%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단위: 만톤)

화물 운송

256
( 9.4%)

취항 현황 인천국제공항은 2007년말 기준으로 67개 항공사가 취항하여 전세계 51개국, 168개 도시를
213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항공사 유치노력으로 2007년 6월 미국 4대 대형항공사인 델타항공이

215

234

164

신규 취항하는 등 취항항공사는 전년대비 6.35% 증가하였습니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취항 현황 : 67개 항공사 51개국 168개 도시 (2007년말 기준)

러시아
11개 도시

유럽
23개 도시

중국
35개 도시
중동

인천

8개 도시

일본

미주

26개 도시

24개 도시

아시아

대한민국

31개 도시

3개 도시

아프리카
2개 도시
오세아니아
5개 도시

※ 개항 시 47개 항공사 109개 도시 취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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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경영성과

(단위: 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래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

및 신규수익 창출을 통해 매출액이 매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9,7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3조원에 이르는 2단계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2001년 개항대비 65%(165.3%→100.3%)
개선 되었습니다.

경제가치 배분 2007년 창출된 매출액 9,714억원은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임직원에게 영업비용, 자본비용, 납세액, 지역사회 기여금,
임금 및 복지 등으로 배분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단계 건설사업, 자유무역지역 건설, 공항 운영효율화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 전체 출입국 인원의 73.7%를 처리하며, 수출입화물 교역금액은 1,848억달러로 우리나라 총 무역액의 25.4%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교두보로써 경제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 및 건설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투자

매출액 9,714억원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임직원

영업비용
4,160억원

자본비용 1,683억원
주주배당 362억원

세금납부 910억원
지역사회 기여
122억원

임금 및 복지
208억원

2단계 건설사업
3조 917억원
(정부 출자 33.5%)

공항운영 효율화
- u-Airport 사업(536억원)
자유무역지역
건설사업
1,131억원

- 문화복지관 및 인재개발원 건립
(665억원)

항공사, 물류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기 재무전망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인천국제
공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착륙료 10% 감면, 건물임대료 20% 감면, 토지임대료 최대 21.3% 인하, 전기시설사용료 면제, 협력사
복지 향상을 추진하여 항공사는 3년간 1,100억원, 물류기업은 85억원, 협력사는 628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배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월 항공사 및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항공·물류산업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인천국제 공항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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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열린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투명·열린경영의 실현과 인천국제공항 전체의 윤리문화 확산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초일류 공항기업을
구현합니다.

투명·열린경영 추진전략
인천국제공항공사는‘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초일류 공항기업’
을 투명·열린경영 비전으로 선정하고, 윤리 인프라 개선, 윤리문화 내재화, 등 공항지역 윤리
문화 확산,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에 이르기까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투명·열린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초일류 공항기업

비전

청렴도 우수기관 인증 지속

추진목표
추진전략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윤리 실행조직 활성화
● 임원 청렴계약제 등 규정 개정
● 협력사 윤리경영 지원
● IIAC Clean Compact시행
● 윤리 네트워크 강화

● 맞춤형 윤리교육 강화
● 윤리간담회 등 적극적 확산
● 다양한 참여형 실천프로그램

CEO의
윤리 리더쉽

● 간부직원 청렴도 조사 시행
● 윤리인식도 설문조사 시행
● 성과평가와 연계방안 마련

Integrity문화

CEO의 강력한 윤리 리더십
인천국제공항공사 CEO는 투명ㆍ열린경영의 최고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로서 월례 조회, 워크샵, 사내 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연 2회 윤리서약서 제출 및 2007년 11월 임원 직무 청렴계약서 체결 등 공사 임직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 12회에 걸쳐 2,500명 대상으로 한 외부강연, 2007년 3월 윤경포럼 CEO 서약식 참석, 2007년 7월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참가 등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윤리선도 기업으로서 공사의 투명·열린경영 의지를 대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투명·열린경영 실행조직 강화

이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투명·열린경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임직원이 비리와 연계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윤리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윤리위원회’위원장을

투명 열린경영
CEO
최고책임자 (Chief Ethics Officer)

감사위원

행동강령책임관

Focus Group

감사실

부사장에서 CEO로 격상하고, 위원을 경영진으로 구성함으로써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였으며, 부서별 3급 직원 34명을‘윤리 실무위원’
으로 선발
하여 윤리 경영 전문가로 양성하고, 팀별 윤리 간담회 진행으로 단위조직별

경영진으로
구성

윤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지원조직

Opinion Leader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책임강령관인
감사실장을 중심으로 비리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패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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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열린경영
지속경영지원팀
전담부서

윤리 실무위원
(단별 1명 내외)
부서별 윤리경영담당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영진, 팀/단장, 팀원 등 전 직원이 윤리
지침의 이행을 약속하는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경영계약과 별도로 사장, 감사위원, 상임이사 6명에 대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의무
사항에 대한 준수와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면접 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질문을
25% 배정하여, 윤리의식 미달자 채용을 사전 차단하였고,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12월 정책실명제를 모든 업무로 확대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업무별 담당자 및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CFO(Chief Financial Officer)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2007년
1,837건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였고, 부적정한 25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 5월 CFO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부패행위도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Integrity 문화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사교육, 계층교육, 사이버 교육 등 신입직원부터 경영진을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슬로건 공모, 윤리지침
퀴즈대회 등 직원들의 윤리실천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인당 연간 윤리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전년대비 3시간 증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간부직원 청렴도 조사결과
93.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윤리가 업무의 최우선 가치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간부직원 청렴도 조사를

90.8

Gallup Korea에 위탁하여 시행한 결과 전년대비 2.3점 상승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인사고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CEO 리더십, 인프라 및 문화수준 등 25개 항목에 대해 윤리경영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76.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경련 자율진단지표에 비추어볼 때 윤리경영
정착·체계화 단계에 해당합니다. 2008년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윤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

2007

년 보다
다 2.3점
점 상 상승
2006년도

IIAC Clean Compact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3월 UN Global Compact 가입을 계기로 공항운영 파트너, 건설 및 감리사 등 인
천국제공항 전체로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확산하기 위해‘IIAC Clean Compact’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IIAC Clean Compact - 투명·윤리 서약식’
을 개최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
진을 비롯해 협력사와 2단계 공항 건설회사·감리사 등 공항 운영 및 건설 관련 업체대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ㆍ열린경영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향후에는 Clean Compact 분야를 `2008년도 환경, 2009년도
노동ㆍ인권 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관련 종사자 전체로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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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Vision 2010 지속가능경영 전략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임직원 등 이해
관계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류 및 핵심가치(Core Values)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 투자자와 주주, 국가와 지역사회,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17대 핵심가치(Core Values)를 선정하여 공사 경영 전반의
신조(Credo)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요구를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수평적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구성원

핵심가치(Core Values)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항이용객
항공사
공항입주회사
민자유치회사
공항상주 정부기관

무한한 헌신을 바탕으로 항상 신속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며 차원높은
흥미로움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 갑니다.

• 서비스개선위원회

투자자와
주주

정부기관
일반/투자기관

합리적인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 대정부 협의
• 분야별 Focus Group

투명하고 윤리적 기업경영을 바탕
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
하는 책임있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합니다.

• 사업 파트너별 간담회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주민
주민협의체
지방자치단체
NGO/환경단체
사회복지단체

고객

학회/협회/학교
아웃소싱회사
건설회사(시공/감리)
용역회사

• 항공사운영협의회(AICC)
• 고객의 소리(VOC)

• 3대중점 사회공헌사업 협의회
• 자원회수시설 협의회

• 전략공유체계

임직원

임직원
노동조합
임직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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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열정, 무한한 상상력과 유연성,
불굴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학습과 자기혁신을 통하여 세계
초일류 공항의 역량을 갖추어 갑니다.

(전략혁신보고대회, JTG캠프 등)
•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
• 사장과의 On-Line 채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결과는 각 담당부서에서 확대간부회의, 전략혁신보고대회, 경영진회의(EM), 이사회 보고 등 개선 및 해결에 대한 실적을
월별 및 분기별로 보고하여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내부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단기 과제는 To-Do-List로, 장기 과제는 Action Plan으로 분류
하여 관리함으로써 이해관계자별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전략 체계에 반영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단기적인
To-Do-List는 총 528건이며, 5대 전략별 점유율은‘동북아 물류허브공항 구현’
이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과제 중 현재 478건이 완료되어
달성율은 90.5%이며, 55건은 장기과제인 Action Plan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전략 추진

혁신, 창조, 투명·열린, 사회책임,
가족친화, 환경 경영(6대 분야)

이해
관계자

IIAC

이해관계자 니즈(Needs) 파악

지속가능경영 이슈 발굴

분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결과

고 객

고객이 체감하는 공항 고유의 CS 개발

• 문화공항(Cultureport) 구현을 통한 고객 감성 만족도 제고
•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공항 구현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 이용편의 향상

투자자와 주주

안정적 재무구조 시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가와 지역사회

• 개항 이후 최단시간내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 사업파트너에 대한 착륙료, 토지 사용료 등 인하를 통한 재무구조 성과 전략적 환원

사업파트너와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사업파트너 고충상담 및 공항가족 일체감 조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유대관계 강화

• 주 40시간 기준 용역 원가 산정
• 지역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중점사회공헌분야 선정 및 운영

임직원

전략적 인재 양성 중점 추진
밝고 건강한 문화 형성

• 사내 MBA 추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전체인원의 5~10% 상시
학습문화 구축
• 공개토론방, 도시락 미팅 등 CEO와의 오픈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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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분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금번 보고서부터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중요성 분석(Materiality Test)’
을 실시하고 보고서에 적용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본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높여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경영 전략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요성 분석 절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식별을 위해 내·외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순위 결과를 토대로 검토 과정을 거쳐 총 24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슈 분석

우선순위 적용

• 경영평가 지표

• 국정감사 질의

• 2007년 성과평가체계 • 공항산업 벤치마킹
• Vision 2010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검토 및 적용

선정 기준

• 내부 TFT 및 경영진 검토

• 공사에 미치는 영향력

• 외부 전문가 검토

• 이해관계자 관심도

• 보고서 구성체계 적용

설문

• 미디어 분석

•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반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요성 매트릭스
중요성 분석 결과 도출된 24개의 주요 이슈 중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A영역의 12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중요한
이슈는 중점적으로 보고서에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과거 보고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향후, 본 중요성 분석
체계가 정착되면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더욱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 공항 확장
• 공항운영 효율화
•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
• 공항 복합도시(Air City) 개발
• 공항 안전
• 항공 보안
• CS 전략체계 구축
• 선진 인사관리체계 구축
• 사업파트너와의 상생협력
• 윤리경영
• 사회공헌활동
• 소음

이해관계자 관심도

매우중요

D

B

A

G

E

C

I

H

F

중요

중요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매우중요

30

중점보고

일부보고

보고

보고하지않음

IIAC에 미치는 영향력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요 이슈별 보고서 구성체계
중요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24개 주요 이슈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A영역은 12개, B~C영역은 12개로 나타났으며, 이슈별 연관성 및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총 8개의 이슈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시각과 요구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영과 연계시키는 선도적인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 Key Issues
구분

주요 이슈

공항운영과 성장

공항 확장과 2단계 그랜드 오픈

A

공항운영 효율화

A

상업시설 개선

B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

A

공항복합도시(Air City) 개발

A

해외사업 진출

B

초일류 안전공항 구현

A

항공보안사고 Zero

A

CS 전략 개정 및 네트워크 활성화

A

공항 고유의 서비스 개발

B

선진 인사관리 체계 구축

A

일과 삶의 균형

C

열린 기업문화 구축

B

상생의 노사관계

C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

B

사업파트너와의 상생협력

A

사업파트너 경쟁력 강화

C

유기체적 사회공헌 모델 구현

A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B

기후변화

B

소음

A

환경경영체제 고도화

C

환경영향 저감

B

지속가능한 건설

B

신성장동력

공항 안전 및 보안

고객

임직원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

영역

페이지

34-41

42-47

48-51

52-57

58-65

66-69

70-73

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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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꿈을 향한 끝없는 열정
공항운영과 성장
신성장동력
공항 안전 및 보안
고객
임직원
사업파트너
지역사회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

34
42
48
52
58
66
70
74

공항운영과 성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경영전략 Vision 2010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2단계 공항건설을 통해 공항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 한편 공항시설 업그레이드와‘Star & Starlife’운영컨셉 및‘AIRSTAR’
브랜드를 개발하여 새롭고 차별화된 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설 및 서비스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Global Top 5 Air Hub를 달성함으로써 동아시아 항공 산업과 세계 공항업계의 정상에
서고자 합니다.

공항확장과 2단계 그랜드 오픈
단기간 내 전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 반열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6년간 3조원의 투자비와 연 350여 만명을 투입하여 2단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 무결점의 2단계 그랜드
오픈을 통해 최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주변공항들과의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료
인천국제공항은 연평균 6%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경쟁국가와의 허브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개항 이듬해인 2002년부터 2단계 공항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공항건설사업을 통해, A380과 같은 초대형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4천m급 활주로와 탑승동,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무인자동열차(Star Line), 그리고 총 연장길이 88km에 이르는 고속 수하물
처리시스템(BHS) 등 미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최첨단 공항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허브공항 경쟁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탑승동 : 연면적 16만6,000m2

제3활주로(1본), 유도로(2본)

BHS(수하물처리시설) : 67km (2단계)

2단계 사업완료 후 공항수용능력
운항(회)

24만

화물(톤)

여객(명)

41만

3,000만

4,400만

270만

450만

그랜드 오픈을 위한 완벽한 운영준비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 공항건설의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단 한차례도 공정율 부진이나 건설품질에 대한 부실이 없는 완벽한 공항건설을 수행하였으며,
총 900여 차례의 시운전과 시험운영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시설운영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 히드로 공항의 제5터미널 오픈 시
BHS 오작동으로 수많은 여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성공적인 공항시설의 오픈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
공항은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공적인 개항과 2단계 공항시설의 오픈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었습니다.

900

여 차례의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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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그랜드 오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한 번 가슴 벅찬 감동으로 국민들께 다가갑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건설에 따른 공항수용능력 확대와 연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담은
신개념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단순한 항공운송기지 차원을 벗어나 공항을 시설,
IT 서비스, 문화와 휴식, 쇼핑 등이 어우러진 복합 컴플렉스로 변화시킨다는 구상 하에 항공사 재배치, 운영효율성
제고, 고객이‘Star’
가 되는 신개념 상업공간 조성, 문화예술이 숨쉬는 공항, IT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공항 실현
및 고품격 환승편의시설 조성에 이르기까지 공항 전분야에 대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미래 공항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단 IBT 기술로 구현되는 유비쿼터스 공항
인천국제공항은 IT기술과 공항운영시스템을 완벽하게 융합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을
통해 빠르고 선진화된 출입국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2005년부터 u-Fast Passenger,
u-Dynamic Guide 등 6개 분야의 u-Airport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단계 그랜드
오픈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시설 내에는 모든 출입국 과정에 IT/BT 기술과 새로운
운영시스템이 적용되어 여객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공항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물류정보화, 공항운영 자동화 및 지능화를 통해 IT KOREA
Gateway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이‘Star’
가 되는 신개념 쇼핑공간,‘AIRSTAR’
인천국제공항은 이용객의 다양한 니즈와 차원 높은 매장디자인 및 상품구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객이 스타가 되는 즐거움을 주는
‘Star & Starlife’컨셉과‘AIRSTAR’
라는 인천국제공항 고유의 상업시설 브랜드를 마련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완성한 쇼핑공간‘AIRSTAR’
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즐거움을 통해 고객이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최고의 상품과 시설, 서비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공항에서의 쇼핑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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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고 싶은 공항의 이미지를 심어줄 환승편의시설
환승 여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건축미를 갖춘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초대형 환승편의시설을 구비
하였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인터넷 카페, 휴게실, 영화감상실, 헬스클럽, 조경 휴식
공간, 샤워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환승객들은 마사지와 샤워, 수면을
취하며 고품격 라운지와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영화, 한국문화를
감상하며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누리지 못한 환승 편의와 서비스를 통해 여유시간을
한층 더 즐겁고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Cultureport
다양한 편의시설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악, 클래식, 팝음악, 무용, 패션쇼
등 동양과 서양, 현대와 고전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관과 박물관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참여형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감성적 즐거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신개념의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 도입을 통해 세계 공항서비스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정취가 느껴지는 조경과 초일류 비전을 담은 랜드마크
공항진입로에는 소나무 숲과 함께 유채꽃, 메일꽃, 보리가 공항을 방문하는 여객에게
사계절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중앙녹지에 조성된 조형물‘미래로의 비상(Flying to
the Future)’
은 21세기 초일류공항으로 웅비할 위대한 여정을 상징하는 인천국제
공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공항전경과 조화를 이루며 여객의 눈길을 사로잡습
니다. 조형물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하며, 공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37
37

2008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Report
Report
2008

공항운영 효율화
인천국제공항은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의 시설확장과 이에 따른 수용능력의 확대로 여객 5,000만명, 화물 500만톤, 상업시설 수익
1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운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효율 극대화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Global Top 5 Air Hub’
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 효율화 전략
허브공항 확보를 위한 국제경쟁 심화와 2단계 사업 이후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첵랍콕공항, 창이공항 등 주요 경쟁공항과의
시설 및 서비스 효율성 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을 진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역체계와 SLOT 운영, 국적사 동편 편중배치 등의 분야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설과 서비스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의 시설 효율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설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율 제고
MCT 개선

서비스 효율성
공역 개선
Peak 수요 분산
주기장 및
캐로셀 최적 활용
항공사 재배치

인천국제공항
효율성 분석

시설 효율성
•활주로 효율성
•화물터미널 효율성
•SLOT 효율성
•여객터미널 효율성
•체크인카운터 효율성
•주기장 효율성

시설 효율화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시설서비스 효율성
•여객서비스 효율성
•서비스비용 효율성
•수하물서비스 효율성
•체크인서비스 효율성

상업시설 개선

서비스 효율화

u-Airport 구축

전략적 투자유치

•SLOT :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
•MCT(Minimum Connecting Time) : 환승객이 연결편으로 환승하기 위한 최소연결시간

항공사 재배치를 통한 시설 운영효율성 제고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전체 여객의 약 70%를 처리하는 국적사의 동편 배치로 인해 여객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동편에는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스카이팀, 서편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중심으로 스타
얼라이언스를 각각 분산 배치하고 외항사는 탑승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큰 이견없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200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2단계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객의 이동동선과 항공사 업무동선을 최적화하여 여객과 항공사의
편의를 극대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국항공사 주기장

항공사 재배치 및 이전 효과
구
Star Line
(무인전동차)

아시아나항공 주기장

분

재배치 전

재배치 후

터미널 여객비율

동편 : 70%, 서편 : 40%

동편 : 50%, 서편 : 50%

터미널/탑승동 여객비율

-

터미널 : 60%, 탑승동 : 40%

터미널 환승객 처리율

동편 : 90%, 서편 : 10%

동편 : 60%, 서편: 40%

터미널 면세점 이용률

동편 : 64%, 서편 : 36%

동편 : 55%, 서편 : 45%

대한항공 주기장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 기타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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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및 주기장 시설 이용 균형유지로 공항 운영 효율성 극대화

Peak 수요 분산 및 심야/새벽시간 활성화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이 24시간 고르게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일정 시간대(08:00 ~ 20:00)에 집중되어 효율
적인 공항자원의 배분과 시설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항공사와 윈-윈 할 수 있는 최적의 운항스케줄 모델(Hub Master Grid)을
수립하는 한편 심야시간대 운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Non-Peak 시간대로 수요분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 17개에 불과했던 심야시간대 운항 항공사는 2007년 11월 현재 34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심야시간대 운항 항공기 운항편수도 1,200여
회에서 2007년 11월 현재 6,500여 회에 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Hub Master Grid / 4 Wave system
심야편 이용 여객

Ⅰ

Ⅱ

Ⅲ

Ⅳ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

(단위 : 명)
276,911
211,611

•미국
•오세아니아
•중동

183,660
102,654
72,231

•중국
•일본

52,579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일본
•동남아

18,954

2001

4hr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중동

8hr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13hr

17hr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동남아

•중국
•미국
•오세아니아•일본
•동남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월

환승최소연결시간(MCT) 개선
MCT(Minimum Connecting Time)는 공항에서 환승객이 연결편으로 환승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시간으로 MCT가 단축될수록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운항스케줄 구성이 가능하여 공항은 시설의 용량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CT 개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항공사
재배치, 피크시간대 주기장 배정 효율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에는 국적사의 MCT를 기존 70분에서 55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국적사의 MCT 단축은 여객이 선택 가능한 항공편의 범위를 평균 20~25% 증가시켜 환승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공항시설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Airport 구현을 통한 공항운영 효율화
세계 항공산업은 고객 편의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e-Ticket, 전자여권, 화물추적관리, 셀프체크인 등 첨단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2005년부터 여객(Fast)·안내(Dynamic)·상업(Exciting)·화물(Adaptive)의 4개 분야의 u-Airport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총 17개의
세부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IT기술을 활용한 공항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능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셀프체크인, 자동출국 심사,
모바일 안내서비스 개시, u-Signage 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고객편의 증진과 함께 비용절감 및
시설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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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개선
세계 공항은 고객에게 새롭고 차별화된 즐거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 그랜드 오픈을 통해 시설 뿐만
아니라 공항의 운영과 서비스 체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낸 인천국제공항은 상업시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쾌적한 쇼핑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시설 운영 컨셉인‘Star & Star life’
와 상업시설 브랜드‘AIRSTAR’
는
고객에게 Star로서의 최고시설을 경험하게 하고 차원 높은 쇼핑경험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컨셉 및 브랜드 개발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그랜드 오픈을 계기로 공항운영과 서비스체제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업시설 배치현황과 상품구성, 여객흐름 및 고객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상업시설 운영 컨셉인‘Star & Star life’
와 상업시설 브랜드인‘AIRSTAR’
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전문가 및 Focus
Group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케팅 전략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Layout Plan과 Design Plan을 도출하고 업종별
사업권을 구성하는 등 상업시설 공간을 최적화 하고 통일된 컨셉을 적용하여 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Star Life
Luxury
The Brightest Star

Star &
Starlife

Star Connection

Fun & Exciting
AIRSTAR 핵심 키워드

기본컨셉

Always Modern Star

World Best

Best Price
Star & Star life 비전
·가슴 설레는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공항
·최고, 최상, 최선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
·한국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항
·최신기술 및 최첨단 트렌드가 반영된 상품 및 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항

AIRSTAR비전
·Star가 된 듯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
- Luxury한 브랜드를 강조한 MD, 고품격 인테리어
·전시회, 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 이벤드와 프로모션
·전통과 최첨단이 살아 숨쉬는 서비스 제공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상업환경

고객이 Star가 되는 신개념 쇼핑공간‘AIRSTAR’
‘Star&Starlife’컨셉을 통해 완성될‘AIRSTAR’
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상품과 시설, 서비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업시설 공간으로, 고객 모두가
Star가 되고, 고객을 섬기는 상업시설 관계자 모두가 Star가 되는 그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는 고객의 꿈을 실현
시키는 공간입니다. 여객이 쇼핑을 통해 최상의 만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한곳에 집중시켜 고객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도
원하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서적 편익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행에서 오는 피로를 기대감과
설렘,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고품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40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탑승동 오픈에 따라 공간 개발과 실내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시설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시설 수익증대를 유도하는 한편, 여객
터미널 전체에 새롭고 참신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아름다운 공항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여객들에게 최고의 시설과 함께, 차원 높은 쇼핑 경험과
‘Fun’
하고‘Exciting’
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개선 탑승동 오픈과 항공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사무실·라운지 이전 및 시설공사, 서측 귀빈실 설치, 중앙지역 공용라운지 설치와 함께 무인여권
심사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주요 공용지역의 시설과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편리한 공간구성과 최상의 공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 2단계 시설 오픈에 맞춰 증가하는 환승객의 요구(Needs)와 출국여객에 대한 잠재수요를 개발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환승률을 높이기 위해, 환승편의시설 개발, 여객터미널 환승카운터를 확장·이전,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확충을 추진하였으며, 흡연실을 개선하고 공항전망
대를 신설하는 등 여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상업시설 업그레이드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 쇼핑시설로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사업자를 유치하여 전문쇼핑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고객의 선호에
기초한 상품구성으로 고객편의에 충실한 쇼핑공간을 창출하였으며, 주요 동선에 매장 신설 및 리노베이션으로 여객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상업시설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에‘Star & Starlife’컨셉을 반영하여 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의 쇼핑편의 및 체험가치를 증대시켰습니다.
공항 내 문화예술 기획·전시 공항의 기능적 역할을 뛰어 넘는 문화예술 공항으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밀레니엄홀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곳곳에 전통문화체험관 및 문화예술품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기타 건물 성능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업공간 개발 프로세스
매출 및 고객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도출

최적 여객동선 구축 및
매장상품 구성

Star & Starlife 컨셉에 의한
쇼핑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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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21세기는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비즈니스, 관광 등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환경과 시장분석을 통해 사업다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상승시키고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전체 출입국 인원의 73.7%, 수출입 교역금액의 5.4%(1,848억 달러)를 담당(2007년 기준)하는 국가경제의 교두
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입니다. 2007년에는 256만 톤의 항공화물을 처리하여 2년 연속 국제선 기준 화물처리실적 세계 2위를 차지
하고 환적률 5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는 개장 2년 만에 입주율 76%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항공수요 증대,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 실현 및 최첨단 공항운영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가치혁신을 통해,
2010년까지 세계 5대 허브공항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수요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수요 증대를 위해 2010년까지 환승율 20%를 달성하기 위한‘Project 20/10’
을 수립하고 신규노선 유치, 운항스케줄 조정 등 다양한 실행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객 허브화와 직결되는 연결성 지수(CI)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운항증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일평균 여객기 운항횟수 및 운항 증가율
구분

인천

홍콩

싱가폴

도쿄

상해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2006

421

697

531

435

534

1,377

1,223

2007
운항 증가율

479

739

547

451

581

1,379

1,247

13.8%

6.0%

3.0%

3.7%

8.8%

0.1%

2.0%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물류기업 투자 유치
공사는 경쟁력있는 시장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류중심 기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개장한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에는 AMB, Schenker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7년에는 DHL International Hub(358억원)와 Polar Air 아시아 허브(170억원)를 유치하였고, 고부가가치 물류모델을 기반으로 석영브라이트스톤(서비스
증진형 물류모델), ㈜현대로지스(시장확대형 물류모델),‘네오세미테크㈜(제조/가공 거점형 물류모델) 등 9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래 시장환경을 반영한 적기 인프라 구축
공사는 인프라 측면에서 화물과 항공기의 자유로운 흐름과 이동을 통해 동북아의 증가하는 물류시장을 효과적으로 선점하고,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인 물류
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공항물류단지 2단계 추가 개발, 화물터미널 확장 그리고 Aviation Town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자유무역지역 개발

인천국제공항은 공항물류단지(992,000m²
)와 화물터미널(1,101,000m²
)로 구성된 자유무역지역을 2006년 3월 개장 이래

국내외 유수 67개 업체를 유치하여 운영 2년 만에 76%에 달하는 높은 입주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항물류단지의 부지 및 시설용량을 적기에 확충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 여건을 완비하고자 2010년까지 921,720m²
의 제2단계 자유무역지역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항공정비단지(Aviation Town)개발

공사는 항공정비단지(Aviation Town) 조성을 통해 항공사 및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항공기·엔진제작사 및 글로벌 MRO 전문업체와 협의를 실시하고, 핵심투자자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추진
하여, 해외 공동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항공정비단지 개발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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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RFID 인프라 구축 및 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물류 정보허브 구현을 통해 물류기업의 경영환경과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
AIR Cargo Information System) 운영 개시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항공물류

항공
화물정보
시스템

항공사
조업사

정보를 통합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항공물류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위한 실시간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맞춤형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
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RFID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화물의 위치와 화물처리

항공물류
정보시스템
(AIRCIS)

항공
물류포탈
시스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RFID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화물처리의 효율성을

정부기관

협업지원
연계
시스템

높이는 한편, 화주, 포워더, 항공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워더
콘솔사
운송사

협회
협업사

아시아 최초 RFS 운영
인천국제공항은 중국의 항공화물 물동량을 유인하기 위해 해상화물을 항공화
물의 형태로 포장하여 운송하는 경제성과 고품질 서비스를 갖춘 RFS(Road
Feeder Service: 트럭복합일관수송)를 아시아 최초로 개발하여, 2007년 8월

진황도

단동

영구
대련

천진

부터 칭다오~인천 구간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RFS는 화물을 옮겨 싣는
횟수가 적고, 재포장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물의
해체 및 적재작업이 생략되어 화물 파손가능성이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RFS의
운영개시로 공사는 2007년에 항공화물 물동량 4,000톤을 창출하였으며, 완전
정착 시 연간 최대 60,000톤 가량의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포

연태
위해
석도
청도

서울

일본
인천

부산

광양

연운항

상해
닝보

제공가능서비스
RFS. Sea&Air
Sea&Air only

Air Cargo World紙 선정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
인천국제공항은 항공화물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Air Cargo World’
가 주관하는‘제4회 항공화물 공항 평가’
에서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으로 선정
되어,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3년 연속 1위와 함께 여객과 화물분야에서 공히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천국제
공항이 2년 연속 국제화물 2위를 달성하고, 세계적인 물류기업 투자유치와 함께 RFS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등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노력의 성과입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유치

국제화물 2위 달성

RFS 운영
(트럭복합일관수송)

통관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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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우수
화물공항

고부가가치 물류
비즈니스 모델
체계화 및 전략적
사용료 인하

AIRCIS 구축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공항복합도시(Air City) 개발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란 공항을 중심으로 여객과 화물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쇼핑·휴식·관광·엔터테인먼트·컨벤션 등
연관시설을 공항 주변지역에 개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하나의 도시군(群) 입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
공항은 국가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스스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인천국제
공항공사는 체계적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등 국제 공항복합도시(Air City)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r City 개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물류·관광·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개발
구상인“Dream World Project"를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Air City 개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을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4개월의 연구 끝에 3개의 선도 클러스터(판타지월드, 패션아일랜드, 워터파크)와 3개의 부대
클러스터(오션랜드마크, 메디컬허브, 에코파크)로 이루어진‘Air City 개발계획’
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션랜드마크(왕산)

판타지월드(IBC-Ⅱ)

마리나/크루즈

복합위락단지

메디컬허브(을왕산)

패션아일랜드(IBC-I 2단계)

의료관광/고급주거

아시아 패션 허브

에코파크(오성산)

워터파크(남측유수지)

자연 및 역사공원

수상레저 메카

정부차원의‘Air City 개발계획’수립 - 영종지구 통합 마스터플랜
Air City 개발계획은 그간 사업추진의 신뢰성과 확실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Air City 개발계획’
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업의 중복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였으며, 투자자에게는 정부지원과 함께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수준의 복합 레저단지 - 판타지월드
판타지월드는 2020년까지 2억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MGM 테마파크와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숙박, 상업 및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비즈니스 위락단지로 개발됩니다. 판타지월드는 아시아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중국-인천-일본을 연결하는 관광허브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인천국제공항 허브화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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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패션 메카 - 패션아일랜드
미래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패션산업을 유치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와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패션아일랜드
(Fashion Island) 개발을 위해 공사는 지난 2008년 5월 ㈜쁘레따뽀르떼 아일랜드패션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패션 아일랜드에는 패션쇼와 컬렉션 개최를 위한 컨벤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샵,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9년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모든 시설을 준공·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은
파리, 밀라노, 뉴욕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새로운 패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프랑스 패션협회
·명품 브랜드 제공
·건설 및 운영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 투자유치 지원

전시/
컨벤션
아카데미

업무

·여객수요 창출
·편의기능/서비스 제공

공연/
문화

쇼핑

의료

리조트
휴양
시설

국내 투자자 및 운영그룹

·관련시설 연계 개발
·교통수단 및 인프라 제공

·투자, 건설 및 운영 책임
·국내 패션업계 협조

남측 유수지 개발 사업 - Water Park
여객터미널 남서측 5km 지역의 남측 유수지를 국제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개발하기 위한 Water Park 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각종 시설물과 녹지조성을 위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10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 스포츠시설과 국제 경정훈련 지원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제 규모의 수상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국제적 수상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허브 구축의 시작 - 글로벌 메디컬 센터
공사는 공항복합도시(Air City) 개발의 일환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공항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컬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국제 의료서비스협의회(보건복지부 산하)
대표병원인 인하대 병원을 투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 개원 예정인 글로벌 메디컬센터는
한국 의료관광을 개척하는 관문병원으로 연간 3만명의 의료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응급의료, 긴급
수술 등 공항과 연계한 지원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 내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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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수요 창출
·공항지원기능 강화
·지역경제 파급
·국가 미래성장동력 구현

해외사업 진출
경쟁력있는 입지 선정과 체계적인 공정 관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개항을 이루어 낸 인천국제공항은 3년 연속 ACI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와 각종 국내외 최고권위의 시상 석권을 통해 세계 각국 공항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중국 북경공항 사장, 두바이공항장, 미국 달라스공항장 등 총 520명이 48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의 시설과 건설·운영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공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의 경험과 기술, 브랜드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전문기업과의 사업
파트너쉽과 글로벌 공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화 전략
인천국제공항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터키, 인도, 이란, 몽골 등 해외사업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사는 대내외 핵심역량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해외
사업 진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품화하기 위해 공항건설, 운영, 서비스 등 분야별로 체계화된 맞춤형 Sales package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항공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허브공항을 선정하여 공항 개발 및 운영사업
참여를 시도하고 있으며, 컨설팅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다 원활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해외공항개발 펀드 조성 추진과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공항과의 기술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해외사업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항그룹
도약기

해외거점공항
개발기

본격적
해외사업
준비기

201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까지

전문가 양성, 매뉴얼 개발 등과 병행하여
실행사업을 발굴, 2008년 상반기 해외사업 진출

해외거점공항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항개발, 지분투자 등 사업영역 다변화

전문 자회사 설립, 해외공항 운영 등
Holding Company로서의 위상 확립

초기단계

도약단계

완성단계

•공사법 개정
•매뉴얼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교재 개발
•실행사업 발굴

•거점공항과 네트워크 구축
•거점공항과 셔틀 연계
•거점공항과 연맹 구축
•해외공항의 지분 취득
•해외공항에 직접 투자
•공항개발

•사업영역 다각화
•해외공항 인수, 합병
•전문자회사 설립
•공항운영분야 확대
•유지관리분야 확대

주요 해외사업 추진실적
2000년부터 해외 신공항 건설과 개항 준비 기술컨설팅 시행을 시작으로, 2003년
태국 신공항 운영전략 및 건설관리 컨설팅, 2004년 중국 광저우 신공항 개항준비 지원
상트페테르
부르크

및 시운전 컨설팅, 2005년 앙골라 소요공항 설계용역 컨설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체계적인 해외사업 준비를 위해 정식으로 해외사업팀을 신설하여, 실행

모스크바

체코
터키

세르비아

이라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한 바 있으며, 이란공항과의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이맘호메이니

이란

몽골

Vizag

UAE

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가봉 리브르빌 신공항 건설사업 참여와 현 리브르빌공항의
니다. 또한, 몽골 및 네팔 등에 공항전문가를 파견하여 보안 및 공항시설 분야의

이르쿠츠크

아제르바이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2007년 6월 가봉 대통령이 인천
보안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사는 보안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

우즈벡

오만
나이지리아
가봉

네팔

젠나이
켈커타

태국

북경

블라디보스톡

광저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앙골라

공항의 화물로드맵 수립 등 물류분야 컨설팅과 공항 마스터플랜 검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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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및 보안
‘공항 안전 및 보안’
은 전 세계 항공산업의 가장 중대한 화두이며, 모든 공항에게 있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초일류 안전공항과 보안사고 Zero를 구현함으로써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고객의 절대적인 가치인‘안전’
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초일류 안전공항 구현
안전은 공항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공항
안전 관리체계 개선과 항행안전시설 관리를 통해, 개항 이후 항행안전시설 7년 연속 무중단 운영 및 항공기 운항 무사고 100만회 등
완벽한 안전운항체제를 구축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항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항안전 관리체계(SMS)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ICAO의 권고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목표(Service Performance Target)

‘공항안전 관리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
를 운영하여 운항안전을 향상시키고
•최근 5년 평균
항공기 운항 10만회당
10% 감축

항공기
관련사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SMS 홈페이지’개편과 SMS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모범사례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SMS 실무위원회를 통해 열려있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ICAO기준과 정부의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및 인천
국제공항공사 비전·미션에 부합하도록‘안전방침(Safety Policy)’
을 개선하여 안전
성과목표(Service Performance Target)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항행
안전시설
장애발생
•최근 5년 평균
장애발생률 10% 감축

지상
안전사고

•최근 5년 평균
이동지역등록차량 1000대당
10% 감축

아시아공항 최초의 CAT-IIIb 운영등급
안개 등에 의한 저시정 기상현상에 의해 조종사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항공기는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이·착륙을 하게 되며, 공항은
저시정 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s Procedure)를 통해 기상악화 상황에 대비한 공항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3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활주로 가시거리 100m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CAT-Ⅲb 등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개항 이래 7년 연속으로 항행
안전시설을 무중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건설의 핵심시설인 제3활주로 역시 건설단계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을 목표로 계획되어, 운영
개시 비행검사 합격과 4,000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을 통해, 2008년 6월 CAT-Ⅲb 운영등급을 확보하였습니다. 전 활주로가 CAT-Ⅲb 등급으로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 및 정시운항 능력 향상을 통해 최상의 공항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무사고 100만회 돌파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6년 반만인 2007년 10월을 기하여 단 한 건의 운항사고 없이 항공기 운항회수 100만회를
돌파하였습니다. 2007년 6월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활동과 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및 운항안전활동 등을 기반으로 예상보다 일찍 100만회 운항실적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사고 안전
운항 100만회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백만번째 운항의 주인공인 대한항공 KE832편 정희진 기장은‘우리나라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백만번째 항공기를 조종하게 되어 영광’
이라는 소감과 함께‘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이백만, 삼백만을 넘어 1천만, 1억대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는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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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역 안전관리
이동지역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한 활주로(Runway), 유도로(Taxiway)등의 기동지역과
승객의 탑승, 화물적재·적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류장(Apron)을 의미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에는 하루 평균 약 590여대의 항공기와 지상조업차량 및 장비 약 7,300여대가 24시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시부터 이동지역 안전
관리소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 가상훈련과
전년대비 125% 증가한 안전점검을 통해 항공기 및 지상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응급 및 구조소방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는 하루 1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항 내에서 안전 사고와 항공기 관련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당 5천 리터를 방수할 수 있는 주력소방차 4대와
보조소방차 11대를 보유하고 있는 공항소방대는 비상사태 발생 시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를 수습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21회의 화재 출동 및 53회의 인명구조 활동을 통하여 30여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1,018회의 출동으로 785명의 응급환자 및 사고부상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급수지원 활동 및 재해 복구활동 등을 통해 공항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류충돌(Bird Strike) 방지
공항에서 야생조류는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항공기 제트엔진에 빨려 들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항안전에 큰 위험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물새 떼가 수시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중간 휴식지이기 때문에 공항 내외의 야생동물 및 서식지 관리는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공사는 24시간 야생조수관리소를 운영하여, 충돌조류 외형분석 및 DNA 분석등을 통해 조류 충돌 방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위험 정도를 구분하고 생태를 고려하여, 상호 공존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야생조류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용 모형항공기 설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사고에 의한 화재 등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3월
‘인천국제공항 훈련용 모형항공기’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모형항공기는 Airbus 380, Boeing
747, MD-11 등 여러 기종의 항공기 모델을 조합하여 제작되어 다양한 기종별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감지카메라, CCTV, 방송설비 등 훈련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한대의 모형항공기로 인명구조 및 대테러 훈련과 기내·외 화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 이번 모형항공기 설치는 인천국제공항의 사고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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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사고 Zero

Case Study

인천국제공항은 건설 초기부터 세계 최고의 외국항공보안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되었으며, 개항 이후 성공적인 보안시스템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보안체제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항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보안검색 체계 구축
전 세계적으로 공항 및 항공기 테러위협이 확대되고, 운항횟수 및 여객수가 증가됨에 따라 보안검색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1월 의심승객을 선별하여 검색하는‘프로파일링 검색 기법’
을 도입하여 다수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리-체크인(Re-Check-In)’
모니터 및 분류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장비 과학화로 보안검색의 정확성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전 세계 노선으로 확대하여
‘ICAO 액체 및 젤류 기내반입 제한지침’
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 보안검색 시간은 전년대비 4분 6초가 단축된 5분
58초로 개선되어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신뢰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보안평가의 성공적 수검과 해외공항컨설팅 참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실시 보안평가 수검결과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체계는 항공보안 전 분야
에서‘세계수준(World-class)’
으로 평가받았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항공보안세미나
및 장비전시회인‘AVSEC World 2008’
을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보안서비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IATA·ACI 등 국제기구와 보안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항공보안 전문성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초기부터 항공보안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최초의 정부지정 보안검색 전문교육기관인‘인천국제공항공사 부설
항공보안 교육원’
을 설치하여 보안검색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몽골공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국제 공항보안 운영자교육과정’
은
항공보안교육분야의 ICAO 인증 국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으며, 2007년 11월 정부기관 및 학계 등 공항보안 업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제4회 항공
보안 세미나’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보안트랜드 및 항공보안 발전방향을 선도하였습니다. 한편, 보안검색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안검색요원
이직률은 16.2%로 전년대비 4.9%가 감소하여 공항보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제4회 항공보안세미나

국제 공항보안 운영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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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미래의 공항은 단순한 운송기지 차원을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차원의 서비스 공간이어야 합니다.‘세계 최초 3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
라는 초유의 성과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공항 서비스 분야의
Global Standard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CS 전략 개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급변하는 외부환경 및 고객 니즈 변화를 반영하여 CS 전략을 개정하고, 상주기관·항공사· 협력사 등 3만여명의
공항종사자 전체를 총괄하는 CS경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의 기대를 넘어선 새로운 경험(Exciting New Experience)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S 중장기 전략 개정
공항을 둘러싼 외부환경 및 고객의 니즈 변화는 공항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 간 여객수요 선점 경쟁 강화와 공항 시설 및
서비스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는 신속·효율성 중심에서 고품격·감성적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2005년 기수립된 CS 중장기 전략을 개정하여,‘혁신적인 제도 및 시설개선 추진’
,‘신규 서비스 아이템
개발’
,’
분야별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시행’
,’
분야별 KPI 반영 및 개선활동’등 4가지 전략을 추가하고, 각 전략과제별 CS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사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만족 경영시스템을 정착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수립된 CS 경영로드맵

CS 경영네트워크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고객접점 CS 개선
프로그램 지속운영

실행 과제

추가전략

기수립된 CS 경영로드맵

CS 성과지표 및
보상체제 확립

•혁신적인 제도 및 시설개선 추진

•고객헌장 재정립, VOC 효율화, 환승, 교통시설개선

•신규 서비스 아이템 개발
•분야별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시행

•문화예술공항, u-Airport, 상업시설 업그레이드
•항공사, 출입국시간, 상업시설 평가 시행

•분야별 KPI 반영 및 개선활동

•분야별 성과분석 및 개선, 팀별 KP I반영

고객헌장 재정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CS전략 보완에 따라 2007년 10월 고객헌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헌장은 전문,
핵심서비스 이행 표준, 고객응대서비스 이행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여객, 시설운영, 항행 안전분야 등 61개 기준에 접점별 서비스 기준 10개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행 표준별 서비스 이행수준을 재설계하는 등 고객 최우선의 CS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립된 고객헌장 관련 세부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고객서비스’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객헌장
인천국제공항은 안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와 창의적 노력을 통해 2010년까지 Global Top 5 Air Hub으로 도약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 따스함과 친절함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에게 헌신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2/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03/ 공항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평가를 달성·유지하겠습니다.
이상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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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경영네트워크
인천국제공항은 공사를 비롯, 항공사, 상주기관, 입주업체 등 다양한 서비스 주체가 각각의 접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 서비스 주체를 총괄하는 통합조직인 CS 경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각 서비스 주체의 활동을 공항 전체의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8월에는 공항 상주기관 합동으로 쿠알라룸푸르, 창이공항 등을 방문하여 교통, 체크인, 보안검색 등 출입국
전반에 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u-Immigration, 셀프체크인 시스템 등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원

주요 활동내용

• 의장 : 공사 사장
• 위원 : 상주기관장, 업체 대표자

공항의 최고결정자 간 서비스 현안사항 및
시행전략 논의

CS 실무위원회

• 의장 : 공사 부사장
• 위원 : 상주기관, 업체의 실무 총괄자

CS 세부사항 협의

CS 리더 협의회

• 의장 : 공사 운영본부장
• 위원 : 상주기관 등 기관업체의 실무담당자

실무차원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도출

일반고객 중 선발된 고객위원

CS 개선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시행

CS 전문가 그룹 (14명)
(연구기관, 학계, 우수기업,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

간담회, 발표회 등을 통한 자문 시행

서비스개선위원회

고객 위윈회
Focus Group

고객참여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참여 확대를 통하여 CS 경영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객 중심의 CS 문화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공항철도 시승에는
50여명의 고객위원이 참석하여 이동동선, 출/도착 signage, 이용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철도 승강장 주변 통합 안내카운터 설치 및 자원
봉사자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2단계 건설현장 모니터링에는 약 40명의 고객위원이 참가하여 1단계 및 2단계 시설간 서비스 연계성을
점검하였으며, 현재 관심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제안
활성화를 통해 2007년 상반기 121건, 하반기 128건 등 250여건의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제안 11건에 대해 시상하고, 공항입간판·안내판 개선,
교통센터 안전거울 설치, 3층 출국장 탈의실 설치 등 우수한 고객제안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공항 철도 시승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2단계 건설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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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VOC(고객의 소리) 시스템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에 대한 제안·불편·문의 등을 청취하고자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17개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의견은‘VOC 1일 처리제 시행’
에 따라 최초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점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2007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Help Desk‘CAMS(Contact center Agent Management System)’시스템 신규개발을 통한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이용편의성 증대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3,345건이 접수되었으며, 고객의 안전보건이나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
습니다. 접수된 VOC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액체 및 젤류의 규제강화에 대한 질문 등 문의(50%)가 가장 많았고, 의견(18%), 불편(15%), 칭찬(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VOC 운영자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고객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VOC 처리 프로세스

VOC 유형별 현황

등록

접수/분류

고객
12개 분야

공사VOC

불친절
불편
의견
문의
칭찬

기관업체

조치/답변

피드백

문의

50%

칭찬

7%

불친절 10%
담당부서
(93개)

24시간
이내

통보(처리결과)
해당기관
해당업체

불편

만족도 조사(Happy call)
사후관리

의견

15%
18%

총 3,345건

고객통보

고객과의 신뢰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 안전 및 건강, 데이터 분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서비스 관련 법규 미준수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2006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단계 PC(Pre-Cast) 구조물 생산사업 시 부당한 지위 사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3,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요청했던 사례는,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었으며, 과징금은
전액 환불조치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7년 1월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의 정보공개 활성화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4월 정보공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 및 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
였으며, 온라인 비회원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민원·부조리신고·정보공개 등으로 정보채널을 세분화하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2007년 정보공개율은 전년대비 8% 상승한 78.4%를 달성하였습니다.

CS 통합 리서치 수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이 체감하는 만족지수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기준 및 목표, 상업시설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모니
터링 등 다양한 리서치 채널을 통한 CS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2회 출입국처리 소요시간 모니터링 실시결과,
출입국 시간이 평균 18분 18초로 전년대비 약 8분 단축되었으며, 공항 내 상업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 고객만족도 시행결과 2006년
72.3점에서 2007년 75점으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 저조 사업자에 대한 개선 촉구 등 이용객의 체감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5

Sustainability Report 2008

공항 고유의 서비스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객이 체감하는 공항 고유의 서비스 개발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반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넘어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출입국시간 단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분기별 서비스목표 모니터링과 법무부,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로 공항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2007년 출입국 평균소요시간은 ICAO 국제권고기준(출국 60분, 입국 45분)보다 훨씬 단축된 출국 18분, 입국 15분으로
이용객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세계 최초 승객예고제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승객예고제’
를 세계 최초로 시행

출국 총 소요시간

하여 익일 공항이용객 추이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의 예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인력의 탄력적 배치,
공항혼잡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 등 혼잡시간에도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60분

마련하였습니다.
29분

26분
18분

법무부 - u-Immigration시스템 도입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년 10월 공사와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첨단 IT·BT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한‘u-

국제기준(ICAO) 2005

2006

2007

Immigration’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출국신고서 폐지, 단체관광객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혁신과 함께 KISS(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 운영 등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입국 총 소요시간
60분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은 24시간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하고, 수출입에 소요

21분

되는 통관기간도 2~3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밀수품이나 과세대상 물품을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17분

15분

여행자를 중심으로 2%수준의 선별검사, 검역물품 합동검사대 운영, 세금 사후 납부제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국제기준(ICAO) 2005

2006

2007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항서비스 분야 중 고객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8월 대중교통, 주차장,
커브사이드, 교통질서 등 4개 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한 16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버스 공동매표소는 대형
LCD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 안내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교통카드기능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고객접점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 CS 교육 및 모니터링,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통하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카메라 도입과 단속반
운영을 통해 사설주차 및 불법호객행위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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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공항 구현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공항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셀프
체크인(CUSS, Common Use Self Service)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이 공항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좌석을 직접 선택하고 발권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에는 Mobile 체크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탑승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플라스틱 signage를 uSignage로 대체하여 교통정보,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u-Board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공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항 - Culturepor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문화 예술을 더한 Cultureport로서 고객
감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국악에서부터 클래식, 전시, 패션쇼, 팝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연중 시행되어 2007년 한해 총 336만명의 고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세계 최고 공항과 세계적 아티스트와의
만남’
이라는 컨셉으로 열린 백남준 미디어 아트 전시회는‘거북이’
,‘비디오벽’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이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는 한국의 공예와 전통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관과 전통공예 전시관, 한국문화박물관이 설치되었으며, 입국
동선을 따라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입국장 문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3년 연속 1위
인천국제공항은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가 시행하는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에서 세계 최초로 3년 연속 1위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역대 평가 중 가장 많은 99개 공항이 참여하여
그 어느해보다 치열했던 이번 평가에서 34개 평가항목 중 30개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였고, 나머지 4개 분야도
모두 2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 전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 수상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실현을 위해 570여 기관,
3만 5천여명 공항종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룩한 노력의 결정체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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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선진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린문화 구축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하나되는‘일하기 좋은 직장(Great Place to Work)’
을 구현합니다.

선진 인사관리 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진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회사와 개인의 비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균등한 기회속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으며, 배우고 탐험하는 문화속에서 가치창조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임직원 현황
2007년말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은 4본부 4실(원) 22단 92개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8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체계를 임원 및
1~7급으로 간소화하여 조직 합리성을 높였으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차별없는 동일한 직급체계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2007년말 기준 임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8년 4개월이며, 이직은 11명으로 전체인원의 1.26% 수준입니다.
* 이직률 : [이직자수/(평균 현원+이직자수)] x 100

조직구성

임직원 현황
이사회
감사위원회

별정직 96

경영기획실

관리본부

운영본부

운항본부

건설본부

총 862 명

허브화전략실

안전보안실

인재개발원

5급 182

홍보비서실

평등고용 실현

6급

3

7급

0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채용절차에 있어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ㆍ도덕적 책무를 이행하고, 이공계를
우대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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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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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말 기준 전 임직원의 16.7%인 144명의 여성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수한 여성인력 채용을 위해 2006년부터 30% 이상의 여성을 채용하는‘IIAC 여성채용 목표제’
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여성채용 비율은 51.3%로 2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전력, 기계 분야에서 최초로 여성이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형평적 채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 고용 비율은

2.2%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 비율인 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공계 우대를 통한 채용 비율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적자원 다양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가점 제도 등 이공계 우대정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전공자 채용수는 전년대비 25명 증가한 49명이며, 전체 이공계 전공자수가 약 60%선으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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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의 조직운영 체계 수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전략과 연계한 가치사슬(Value Chain)에 의거 직무 중심의 조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직무군별 정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략 및 마케팅(Corporate Strategy & Marketing)’
,‘공항운영(Airport Operation)’
,‘공항시설 개발 및 유지 관리(Airport Facilities
Development & Maintenance)’
,‘경영지원(Management Support)’
의 4대 분야 19개 직군으로 세분화였고, 각각의 직군과 연계된 90개의 직무
Job Profile을 작성하였으며, 직급별 책임 및 역할을 기반으로 한 채용, 충원, 승진, 경력개발 등의 선진 인사관리를 통해 직무 중심의 조직운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치사슬에 의거한 직군 분류 체계
Corporate Strategy & Marketing
(전사전략 및 마케팅)
경영전략
경영관리
허브화전략

Airport Operation
(공항운영)
공항운영

IT

항행시설

계류장운영

건축시설

토목시설

상업시설운영

전력시설

건설기획

항공보안

마케팅

Airport Facilities Development & Maintenance
(공항 시설 개발 및 유지 관리)

Management Support
(경영지원)

경영지원
HR
재무관리

기계시설

공항안전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비전 및 전략과 연계된
경영목표에 기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관리자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역량평가와 조직평가를 2007년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 시행
함으로써 조직역량 향상 및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평가결과가 기본급 및 성과급의 차등과 승진 및 보직 제한,
차년도 성과지표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수립 등으로 피드백되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전략체계

평가지표

성과측정

인사, 보수활용

전사 KPI

경영성과평가

성과급

전사 전략과제

본부/단/팀 KPI

조직업적평가

기본연봉차등

본부 전략과제

본부/단/팀 고유과제

단/팀 전략과제

본부

단/팀

개인성과평가

인사반영
결과제공/피드백

Feedback

내부평가와 보수기능의 연계성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통하여 내부평가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2급이상 직원에게만
시행되었던 연봉제를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내부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적용대상 범위를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차등 강화를 통해 성과지향적
기업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남녀 직원간 임금차등은 없으며, 신입직원 월급여를 법정 최저임금 대비 277%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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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조형 인재육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직 및 구성원의 니즈를 토대로 2010년까지 중장기 교육훈련체계 모델을

연도별 교육시간 및 투자
7,432

정립하고,‘가치공유’
,‘변화와 혁신’
,‘전사적 역량개발’
,‘핵심인재 육성’등 Learning Map에 따라
5,995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치창조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팀장급 이상 간부 약 100명에
대해 고급 MBA과정을 개설하여 리더십을 강화하였으며, 공항운영, 공항건설, 보안, 운항 등 관련
직무별 435명에 대해 국내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통·리더십·직무 등 3개 영역으로

4,140
2,145

2,998

3,584

e-Learning 체계를 개선하여 한국U러닝연합회에서 이러닝 전문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07년 교육비는 3,584백만원, 교육시간은 74,320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20% 및 24% 증가하였
으며, 1인당 교육비 2,511천원과 교육훈련시간 130시간은 국내기업 평균인 2,224천원과 114시간을

2005

2006

교육비(백만원)

2007
교육시간(10시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IIAC HR Academy) 건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가족을 위한 통합 교육센터인‘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IIAC HR
Academy)’
을 신축하고, 2008년 6월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약 73,891㎡ 부지에 건축연면적 14,006㎡으로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이며, 24실의
교육시설과 63실 규모의 숙박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국제화, 전문화, 차별화’
를 내세우며
인천국제공항의 직무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담당할 인재개발원은 향후 국제 항공교육의 메카로 성장
하여 글로벌 인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글로벌 HR 네트워크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HR의 우수성 전파 및 글로벌 HR 네트워크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ACI와‘ACI-Global Training Hub’유치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일본, 몽골,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지역 회원공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항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ACI-Global Training Hub’
는 ACI 세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사업으로
세계 각 대륙별로 교육장을 선정하여 항공교통, 공항계획 및 건설, HRM, 보안 등 공항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10월 22명에 대해 ICAO Annex 14에 대한 1회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9월에는 제1회 ACI HR Best Practice
Seminar를 ACI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공항 50여명의 HR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등 글로벌 HR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ICAO Annex 14 교육

제 1회 ACI HR Best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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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인권 존중과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및 고충처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아동 및 강제노동에 대한 규정과 단체협약에 명기되어 있는 인권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원 746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140여회의 보안·경비요원 교육을 통해 구성원 또는 고객의 인권침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 합동 고충처리위원회 및 인사상담실 운영 등의 오프라인 채널과 사내 게시판(Friends) 및
노동조합 게시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월부터 직원 정신건강, 대인관계,
가족관계, 자녀양육, 재테크, 법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기준으로 부부관계, 재테크, 자녀교육 등
총 4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약 97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출현하여 임직원의 자기계발, 건강지원, 사택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를 통합한 선택적 복지제도(Benefit Cafe Plan)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동·하계 영어캠프 시행,
배우자 입원비 지원 등 직원가족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임금제도 관련 임직원의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사합동 임금피크제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육아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강화하
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출산휴가 중 합리적 인수인계 프로그램인

구분

2006년

2007년

인사상
지원

•산전/산후/유산 유급휴가
•육아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Change Over Plan 도입
•아빠 육아휴직 제도 도입
•불임부부 지원 특별 유급휴가

경제적
지원

•휴직기간 기본급 50% 지급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 0~5세까지 미취학 아동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모유 수유실 운영

•자녀영어캠프 운영
•반일휴가제 도입

‘Change Over Plan’
을 시행하여 6명의 여성인력이 업무공백 없이 육아휴
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1회 분할사용을 허용하고,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일하기

기타
지원

좋은 직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봄빛 사랑 만들기 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늘어나는 만혼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자 공사 및 공항 상주기관, 항공사 등 미혼
남녀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미팅행사인‘봄빛 사랑만들기’
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년에 걸쳐 열린 봄빛
사랑만들기에서 총 7쌍의 커플이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공사는 이들 커플에 대해 주례 주선, 가전제품 및 웨딩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결혼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용준씨와 인천공항세관 조주현씨 커플은“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넓히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되는 행운까지 얻어 더욱
행복하다”
라며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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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기업문화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전 및 핵심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즐겁고, 개방적이며, 상호 신뢰하는 글로벌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열린 조직문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열린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공개토론방’
을 활용하여 CEO와 직원 간 공개 토론을
시행하고 있으며,‘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동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글을 릴레이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초 실시하는 월례조회에서 공사의 핵심전략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의‘Journey To Greatness Camp’및 하반기‘We are the Star’등의 경영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공유와 화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부터 사보에‘기업문화 Newsletter’
를
게재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공항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문화 구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공항 및 ACI(국제공항협의회) 파견을 통해 글로벌 경영의 토대를 마련
하여 2007년말 8명의 직원이 해외 파견 중이며, 파견 시 습득했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한
부서에 복귀함으로써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외 대학(원)생들과의 공동 Project 수행, 각종 토론, 홈스테이, Language Partnership 등 공사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CI 아태지역사무소 파견근무 후기
ACI(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의 아태지역 사무소가 있는 홍콩에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ACI 아태지역 사무소에는 파견자 2명을 포함에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공항간
정보교류 강화, on-line 교육 프로그램 제공 추진 등 회원공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주로 컨퍼런스 및 이사회 준비, 웹사이트 관리, 서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세계 공항인과
함께했던 1년간의 파견기간 동안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서비스 정신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세계 공항인과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회사생활에 큰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제협력팀 유동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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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신 노사 마스터플랜”
에 따른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영파트너로서의 노사역할 정립을 통해, 상호 신뢰를 넘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가치창조형 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원이 될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1995년 11월 20일 설립되어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으며, 단체 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2007년말 기준 66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사 설립 이후 2007년
까지 단 한건의 노동쟁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임금협약 체결 및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간의 상호 신뢰관계 형성 및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절차, 교섭방법에
대한 노사간‘운영협약서’
를 본 교섭 전에 체결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그 결과 전년대비 교섭시간 49일, 교섭회수를 4회차 단축하여 임금
협상을 2007년 9월에 조기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이래 경영혁신 추진과제로 꾸준히 추진되었던 전직원 연봉제 전환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연공중심의 단일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와 역량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사간 열린 커뮤니케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간 경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영파트너로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 및 월 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매년 노사 신년 상견례 등의 공식 채널과 노사간 행사 교차 참석, 노사대표간 수시 미팅 등의 비공식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예산/결산, 인사 등 경영 제반 분야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조직,
인사, 보수 등 경영 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7개의 노사합동 T/F팀을 운영함으로써 단체협약 시 유연성을 강화하고 경영파트너로서 참여를 강화하였
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 개선노력을 인정받아 노동부에서 주관하는‘노사관계 우수기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노사간 Communication 채널
구분
공식
대화
채널
비공식
대화
채널

시기

내용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분기별

노사 현안사항 협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월 1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노사 실무협의체

노사 신년 상견례

매년

경영진과 노동조합 집행간부 및 대의원 상견례

공사 임원 취임 2주년기념식

2007.6

공사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 참석

노사대표간 Meeting

수시

최고경영자와 노동조합 대표간의 실무협의

주요행사 교차참석

수시

ASQ 1위 시상식 공동 참석, 제3활주로 준공기념식 등

노무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충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노사대학 CEO 과정, 글로벌 HR 사례비교 연구, 사이버 노동교육 수강 등 12회의 외부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노무법인,
유관기관, 노사단체 등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2007년 현안사항에 대한 72건의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0월 심화학습을 위한
자체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주 1회 주요법령, 판례에 대한 강독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교육, 자문, 학습조직 운영내용 및 노무환경 정보 등을 사내 인트
라넷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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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안전ㆍ보건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가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중심의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 및 건설분야 재해율 Zero 도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도에 취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뿐만 아니라 사업파트너, 2단계 건설근로자
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주도로 시공사 및 사업파트너사 안전교육과 일 1회 정기점검 및 계절별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7년 환경 및 고객안전/보건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으며, 공사 직원의 산업재해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연간 2회 공사 및 건설·운영협력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운영분야
재해율과 건설분야 재해율은 각각 0.05% 및 0.14%로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단계 공사 막바지작업에 따른 위험 및 복합공정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재해율현황

운영분야 재해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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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작업환경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사 합동으로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 별 1회 이상 개최되며,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교육과 임직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교육 및 건강 증진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에게 월 1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51명 신규채용자에 대한
8시간 교육, 41명 관리감독자에 대한 16시간의 법정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100명에
대해 각종 생활습관병과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정밀 체력측정을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친
비만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실 시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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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파트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파트너와의 관계를‘함께 성장하는 가치창출의 동반자’로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 방향을 사업파트너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협약 체결(SLA)을 통해 상생협력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
니다. 또한, 사업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와의 상생협력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 시설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36개 분야의 사업파트너가 신뢰와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서비스 수준협약(SLA)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 운영현황
인천국제공항관련 업무 수행은 공사와 함께 시설 유지보수, 공항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36개 분야의 4,725명의 사업파트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파트너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방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항안내서비스, 고객편의서비스, 항공기 소음관리, 폐기물 및
수질관리 등 서비스 접점지역에서 각 분야 별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 32개 분야 총 4,539명

2007년 : 36개 분야 총 4,725명
시설유지보수
16개 분야

공항운영
12개 분야

시스템 유지보수
8개 분야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교통센터, 부대건물 유지관리
•기간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수화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전력운용 및 전력시설 유지관리
•탑승교 운영
•공항소 방대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환경미화
•교통관리
•통신자동화 및 종합정보시스템
•경비보안시스템
•교통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SLA)의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파트너와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사업파트너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수준을
제고합니다. 서비스 수준협약(SLA) 체결에 따라 사업파트너는 목표기준 초과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며,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및 성과보상 등이 결정됩니다. 2006년 최초 도입 이후 2007년에는 서비스 수준협약에 대한 사업파트너사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및 공항운영 관련 범죄 항목을 신설하여 불법·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
과
관
리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체결
•서비스 성과에 따른 보상
•성과우수업체 계약기간 연장
•인력운영자율성 확대
•창조/혁신 사례 경진대회 및 제안제도 운영
•협력사와 상생협력강화 프로그램 시행

대고객
서비스
품질향상

서비스평가
3년연속 1위달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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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파트너사 임직원과의 간담회, 업무현장 방문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성하여, 상호 의견수렴 및 협조체제를 강화함
으로써 Win-Win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와 경영전략을 공유하며, 주요 제도에 대한 사업파트너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업무의 고충 상담을 통해 사업파트너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간담회

현장대리인 간담회

업무현장 방문

·개최 : 연 2회
·주요내용 : 전략 및 비전공유

·개최 : 연 2회
·주요내용 : 주요 현안사항 논의

·개최 : 수시
·주요내용 : 현장근무자 고충상담

중소기업과의 참여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1월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수립하고,‘공공구매 확대’
와‘중소기업 성장지원’
의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지속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263

8,860

억원, 구매비율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36.8%로 의무구매비율 31.5%를 5.3%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 비품 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여, 2007년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단위 : 억원)

10,522

3,104

3,263

총 구매액 중 13.7%를 차지하였으며, 친환경상품 및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노력으로 친환경
상품은 7,665백만원, 기술개발제품은 463백만원을 구매하여 각각 목표액 대비 136%, 166%를
달성하였습니다.

2006
전체구매액

2007
중기제품구매액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5월 MRO(기업소모성자재,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자재 구매대행 사
업을 체결하여 2007년 23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의 B2B 일괄구매를 시행하고, 중소 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중소기
업의 사업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하물카트, 여객터미널 난방 장비 등 외산 자재들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공사와 중소기
업과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항건설 상생협력 포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
시키고자, 지난 2007년 11월‘인천국제공항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항건설 상생협력 포럼’
을 개최하였습니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직원 등 총 230여명이 참가한 포럼에서는‘공항건설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
과‘공항
건설 품질향상 방안’
이 논의되었습니다. 공사는 포럼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검토 등 전체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파트너 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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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파트너 경쟁력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파트너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항종사자로서의 일체감을 증대시키고, 고용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과 사업파트너사 직원이 함께하는 CS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공항 종사자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종사자 일체감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임직원 및 사업파트너사 직원간 우호 증진과 단합을 위해‘공항가족 한마음 축제’
,‘공항인의 날 행사’
,‘한가족 캠프’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시행하며 공항 종사자간에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사업파트너사 직원들을 위해 휴게실과 Locker를 증설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행사명

일 시

대 상

내 용

공항가족 한마음 축제

2007.4

19개팀 참여, 1,500명 관람

• 상주직원의 노래/댄스 경연 대회

공항인의 날

2007.5

32개 협력업체, 2,000명 참가

한가족 캠프

연중

• 사업파트너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 행사
• 상생협력 업체 포상 등
• 공사, 입주업체 및 기관 등 공동

164명(4회)

고용안정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운영품질과 직결되는 사업파트너의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 재정운용방안을 시행하여 사업파트너 최저낙찰률을 현행대비
10% 상향 조정하고, 교통비 등 복지분야의 설계 단가를 현실화하여 사업파트너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CS Renovation’교육 및
‘한가족 워크샵’ 등 공사 임직원 및 사업파트너사 직원이 함께하는 CS 프로그램과, 보안검색, 안내데스크, 버스매표소 등 서비스 취약 지역 대상의‘현장
맞춤식 교육’
을 통해 고객 응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반기별 친절왕 및 CS 실천사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여객터미널에‘명예의 전당’
을
신설하는 등 CS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동 CS 교육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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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와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기업경영’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3대 중점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의 특성과 지역사회 니즈를 만족시키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적 사회공헌 모델 구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유기체적 사회공헌 모델구현’
이라는 목표하에 지역학교와 숲, 그리고
문화복지관으로 이어지는 3대 중점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특성에 부합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근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공헌분야의

2007년 기부금 집행현황

주제로‘지역사회’
를 선정하고 특성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은 현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수렴되며,‘사회공헌단’
에서

지역사회 80%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회공헌 관련 기부금 집행 실적은 1,768백만원으로

교육지원 3%

전년대비 6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이중 3대 중점 사회공헌활동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문화지원 3%
사회복지 5%
기타
9%

1,768 백만원

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학술,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등 기부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사회공헌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단기적 관점의 일방적인 수혜 활동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및 육성이 가능한
실행전략을 설정하여, 3대 중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회공헌사업 전개를 통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주제로 한‘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전통·생명의 조화를 추구하는‘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
은 환경 및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보완하는‘공항 문화복지관 건립사업’
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사와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대 중점 사회공헌사업

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세계평화의 숲 조성사업

•교육이라는 공통관심사를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형성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를 연계하는 상생의
파트너쉽 구현

01

•각 학교별 특색있는 미래지향형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도모

02
새로운
지역문화 창조

•단순한 경관녹지를 문화와 주제가 있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탈바꿈

03
공항 문화복지관 건립
•지역주민의 Needs 반영하여 문화 복지 여건개선
•공항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 공항서비스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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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지역학교 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청소년교육’
이라는 지역사회 공통관심사를 매개로 학교별 미래 지향형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 4월 공항인근지역 8개 초·중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8개학교 10개프로그램에 총 258백만원을 지원하여 공항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공사 실무자와 교사 및 학부모, 교육청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운영
협의회’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니즈가 반영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2007. 01
학생·교사·학부모
요구사항 파악

2007. 02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접수

2007. 04
8개 학교와 협약체결
(10개 프로그램, 285
백만원 지원)

2007. 09
인천공항 Sky Festival
참여
(5개교 6개 프로그램)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도시환경의 생태를 증진하여 녹색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숲 운영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을 문화와 주제가 있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7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시 중구청은 세계 평화의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경관녹지 지역에 188,240m2 규모의 숲을 조성할 1단계 사업은 2007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공항 문화복지관 건립사업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교육·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
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2천m2 규모의 공항문화복지관 건립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지역사회 설문
조사를 근거로 지역사회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설계 진행 정도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완비하여 2010년 오픈 예정인 공항 문화복지관은 향후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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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성과보고회 개최
(공사, 인천시 남부
교육청,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2008. 01
2008년 지원사업비
확정
(9개 특성화 프로그램,
343백만원)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대 중점 사회공헌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공항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의 현안과 필요를 충족
시키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역 경제발전과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행과 지역제한 공사제도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공사 기간 중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총 168건, 4,123억원으로 금액기준 참여비율은
20.5%이며, 이는 1단계 건설공사 대비 약 2.9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역 중소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체육시설 기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공항인근지역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2007년 9월부터 약7억 8천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조잔디 축구장(85m×51m)과 풋살경기장(20.4m×50m), 우레탄 육상트렉(4m×373m) 등으로 구성된 영마루공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인천시 중구청에
기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및 장학지원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물류 전공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Vision 2010에 기여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항공물류 Scholarship Program’
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인천대·인하대·항공대 우수 학생 총 12명에게 성적우수장학금과 논문우수 장학금으로 총 2천2백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의 인턴십을 산학협력대학으로 확대하고, 공항인근지역 초·중·고등학교 우수졸업생에 대한 표창수상과 공항인근
도서지역 학교에 문구 및 신간서적 기증등을 통해 교육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지원활동
2004년부터 매년 10월경 시행되는‘인천하늘축제(Sky Festival)’
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2007년 10월
개최된 인천하늘축제는 지역주민과 상주직원 약 6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축하 콘서트, 공항유니폼 패션쇼, 공항가족과 지역주민들의 노래와 춤
컨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재활용 제품을 이용하여 지역학교의 미술공작품을 전시한‘Green Airport’
행사와 3,500점의 기증된
물품으로 운영된 아름다운 가게는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는 2007년 12월 교통센터 지하 1층에 공항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교실을
오픈하고,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기증

2007 인천공항 Sky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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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공항 구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14001 환경경영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항 운영 및 건설로 인한 공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음저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주기관과 함께 에너지 효율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유 건물 및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항공산업 및 협력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
니다.

공항과 기후변화
현재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로 향후 항공운송 수요증대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운영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제도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지역에서 발생하는 CO2는 90%이상 항공기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그밖에는 공항을 오가는
차량, 공항구역 내(Airside 지역) 차량 및 장비, 건물 및 설비에서의 배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사가 배출하는 CO2는 소유 차량, 건물 및 설비 운영에서
발생되어 그 양은 미미하지만, 공항 운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주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07년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약 173,246톤(직접 배출량 7,118톤,
간접배출량 166,128톤)으로 파악되었으며, 원단위 배출량은 0.178톤/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원단위 배출량
173,246
160,590
6,830

7,118

0.183
0.178

으로 효과적인 저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153,760

166,128

2006

2007

직접배출량(톤)
간접배출량(톤)
원단위배출량
(톤/백만원)

에너지 사용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에너지 44,326 TOE(206,170MWh)와 열에너지
8,057 TOE 등 총 52,585 TOE 입니다.(※ TOE : Tonnage of Oil Equivalent) 이는 전년대비 전기

원단위 전기,연료사용량
51.09

(KgOE/백만원)

47.34

45.63

에너지는 16%, 열에너지 6.5% 등 총 8.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운송수요 증대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였지만, 매출액 대비 에너지사용 원단위로 산출해 보면, 원단위 전기사용량 및 원

9.88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

8.29

7.75

단위 연료사용량(경유, 등유 등)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은 향상되는

2006

원단위 전기사용량

2007
원단위 연료사용량

에너지 효율성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비개선, 에너지 절약 Program, 각종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동력동 냉수순환펌프 절전운영,
여객터미널 운항스케줄 연동 조명에너지 절감, 여객터미널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조명소재 개선,
중수공급펌프 고효율 인버터 교체, 자원회수시설 배기가스 승온버너 LNG저감, 자원회수시설 백필터
순환 열교환기 설치 등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 분야
3억4,900만원, 열/연료에너지 분야 2억8,400만원 등 총 6억3,3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

여객터미널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LED 적용

습니다. 2008년도에는 2단계 건설이 완료됨으로써 신규 가동하는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 진행할 것 입니다.

75

Sustainability Report 2008

소음
공항 주변의 지역사회는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소음
공항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항공기 이착륙 시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야간의 소음은 지역주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항공기는 과거
40년 전의 항공기에 비해 20dB이상 소음을 적게 발생하지만, 항공 수요 증대로 인해 그 영향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간에는
소음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서 도심에 위치한 공항의 경우, 야간 이착륙 금지 시간을 정한 곳이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소음현황
항공기 발생소음은 주로 활주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활주로 좌우 방향으로는 그 영향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서쪽
으로 52km 떨어진 영종도와 용유도를 이어 만든 해상공항으로, 도심에 위치한 경쟁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에 대한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공항지역 및 주변지역 10개소에 24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항공기 소음 측정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항횟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항로변경, 소음저감방안 추진 등을 통해 연간 소음 수준을 법정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소음측정결과, 항공기 운항수는
19.0% 증가하였으나, 민감지역인 장봉도 동측의 평균 소음도는 소폭 증가(0.2 WECPNL)하였습니다.

항공기소음 측정국 추가 설치

2007년 항공기소음 측정 결과
구분

측정지역

주변
지역

공항
지역

항공기소음도 (WECPNL)

2007년

2006년

증감

강화도

45.0

48.1

-3.1

장봉도(서측)

51.8

55.5

-3.7

장봉도(동측)

69.8

69.6

0.2

모도

71.9

71.6

0.3

2. 장봉(서)

시도

61.2

61.6

-0.4

신도

59.0

60.1

-1.1

무의도

49.4

50.1

-0.7

북측

90.7

89.2

1.5

남측

83.3

82.7

0.6

12. 장봉(옹암)
3. 장봉(동)

4. 시도
5. 신도

8. 모도
7. 공항신도시
14. 기준(3북)

13. 을왕리
15. 남북동

* 항공법에서 정하는 항공기소음 피해예상지역 및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기준 : 75WECPNL

16. 덕교동

9. 기준(1남)
(중수)
11. 기준(3남)

10. 무의도

기존 10개소
신규 6개소

* 제3활주로 운영 개시(2008.6월)에 대비하여 소음측정국 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신규 측정국은 시험운영을 거쳐 2008년 중순부터 운영 예정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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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통계분석
항공기 기종별 이륙소음도(Lmax)를 통계 분석한 결과, MD-11, DC-10F, B747F, Antonov 기종의 항공기 소음 감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이착륙 시 소음도가 80dB(a) 이상 측정된 고소음 항공기의 84%가 화물기로 나타나 화물기의 소음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
별로는 21~03시에 고소음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목적지별 소음도는 근거리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노선의
경우 평균 소음도가 70dB(A) 이하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근거리에 따른 연료 소비량이 적은 소형항공기 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원거리인 유럽, 미주 노선의 경우 소음도가 73dB(A) 전후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연료 소비량이 많은 대형항공기 운행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구소련으로 비행하는 노선의 소음도가 높게 나온 것은 소음도가 큰 기종의 운항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종별 이륙 소음도

목적지별 이륙 소음도
소음도(dB(A))

소음도(dB(A))
90

76

88

74
85

81

79

80

73.5
71.8

71.1

70.9

70.6

69.9

69.7

69.6

69.5

70

68.6

68

75
70

70

70
68

68

66
67

65

64
62

60

기종

73.8

72

81

60
MD-11

DC-10F

B747F

Antonov

MD-11F

B747

B737F

MD-80

IIyushin

목적지

유럽

미주

구소련

한국

중동

오세아니아

일본

중앙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몽고

소음저감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중 소음민감 지역은 장봉도 동측, 모도, 시흥시 정왕동 지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봉도 동측 및 모도지역은 24시간
연속 측정, 시흥시 정왕동은 하절기 1회 48시간 연속 측정 등 이들 지역의 소음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항공기소음 영향권역
중 소음대책사업을 신청한 가옥 및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중창, 방음 천정 및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완료(24가구, 2개 공동시설)
하였으며,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고소음 항공기 운행과 소음도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고소음 항공기 관리를 통해 소음도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 및 항공사에 매월 항공기소음 측정자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공항 주변지역
(장봉도, 모도)의 소음저감을 위해 운항고도를 높이고, 심야시간 화물기의 소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항공기 운항 대수는 증가하였지만, 고소음 항공기 대수는 2003년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소음민감 지역 현황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주안점 및 협력체계

구분

장봉도 동측

모도

시흥시 정왕동

행정구역

장봉1리

모도리

시흥시 정왕동

주민수

약 60가구,
약 225명

약 47가구,
약 86명

약 33,000가구,
약 140,000명

공항에서의
이격거리(Km)

8

6

26

소음도
(WECPNL)

69.8

71.9

63.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 운항고도 상승
•야간운항 항공기 소음감소
•심야시간 화물기 소음감소

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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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 고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Vision 2010에‘자연과 하나되는 환경친화적 공항구현’
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일류 공항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 중심의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자연과 하나되는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
이라는 환경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대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ISO14001에 따른 환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8년 공항건설부문, 2002년 공항운영부문의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이래로 지속적인 인증 유지 및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공항운영

환경오염방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ISO14001 인증유지
•예방중심의 환경관리
- 내부환경심사
- 민자시설 환경점검
•전사적 환경교육실시
- 환경담당자 교육
- 협력사, 시공사 교육

•중수처리시설 운영
- 수자원 재활용
•대기오염 방지
- 첨단의 배기가스 처리
- CNG버스 도입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
- 폐기물 재활용 확대

환경질 모니터링

건설공사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감시시설 운영
-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 공항주변 대기질 측정
- 측정결과 분석
•공항운영 환경모니터링
- 환경영향조사 실시
- 항공기제빙 모니터링
- 유수지 수질조사

•환경자료 공개
- 공항홈페이지 정보공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 소음대책사업 실시
- 각종행사 주민초청
•환경NGO와의 협력유지
- 환경관련 행사 유치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 친화적
공항 구현
예방중심의 환경관리

환경담당 조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경영체제의 운영을 위해 사회공헌단장을 실무책임자로, 총괄부서로는 품질환경팀을 두고 있습니다. 품질환경팀은 전반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관장하는 역할과 함께 환경사고, 소음예방관리, 환경영향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플랜트팀은 중수도 시설, 자원
회수시설 등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에도 ISO14001 담당자를 지정하도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관리 지침 및 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플랜트팀

•하수처리, 수질환경
•중수처리, 오수처리
•자원회수 시설 관리

•환경경영 총괄
•소음 예방관리
•환경영향평가관리
•폐기물, 배기가스 관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CEO
환경관리회의
(Executive Meeting)

품질환경팀
(상황본부)

환경단체
지역단체

서울지방항공청

이해관계자
환경부

환경관리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환경감시 시설운영자
•환경영향 조사담당자
•공사 ISO14001담당자
•시공사/감리사 환경담당자
•민자사업자 환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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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중구청
경제자유구역청

환경교육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내부 환경관리 담당직원들은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환경직무교육과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환경
관련법규 준수내용 전파 등 공항운영 및 건설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리단 및 시공사 환경담당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환경교육 실시현황
과정명
환경직무교육

환경경영
시스템

교육인원

교육대상
직원

심사원
시스템(일반)

교육기관

3명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1명

Bruel & Kjaer (덴마크)

직원

1명

한국품질재단

직원, 협력사 등

100명

품질환경팀

환경 비용과 투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효과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경영을 위해

최근 3년간 환경비용 추이

2007년 총 영업비용의 4.9%인 252억원을 환경비용으로 투자

년도

하였습니다. 환경비용은 환경관련 용역비, 폐기물 처리비, 측정

총 환경비용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2

216

252
229

분석비 등의 환경관리비와 측정기 구매, 시스템 구매 및 환경

환경관리비

201

212

개선공사 등의 환경투자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환경투자비

1

4

공항으로서 환경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이외의 투자

영업비용 중 환경비용 비율

4.50%

4.60%

23
4.90%

수요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환경관리비가 환경투자비
보다 많습니다.

환경리스크 대응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리스크는 항공기의 주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 누출 사고입니다.
누출량이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사고발생 회사에서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상황본부(주간 : 품질환경팀,
야간 : 공항운영센터)는 최종 모니터링 후 사고수습을 종료합니다.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사업부서 별 방재
자재 및 품질환경팀 보유 방재 자재를 활용하여 오염확산과 2차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누출 방제작업

환경 커뮤니케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소음영향지역주민 초청행사, 환경사진전 개최 및 환경NGO 후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항공기 소음대책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구분

협의기구

구성 및 관련 근거

항공기소음 대책

항공기소음 피해 방지 대책위원회

- 서울지방항공청, 공사,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소음 전문가

(피해지역 발생시)

- 관련근거 : 항공법 시행령 제 42조

주민협의체

- 공사, 지역주민, 전문가

자원회수시설 운영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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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저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의 생태계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적 오염방지 및 감시 시설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수처리를 위한 중수처리시설, 초기강우처리시설 및 제빙주기장,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첨단 배가스 처리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감시시설은 항공기소음 10개소, 대기질 3개소를 운영 중이고 수질의 경우 주요 배출원에 대해 시설 별 원격 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측배수갑문
북측방조제/공항북로
북측유수지

황산해수욕장

4
항공급유시설
을왕리해수욕장

용유도

소방훈련장

정부기관단지

4

2

동측배수갑문

제
3
활
주
로

제
1
활
주
로

제
2
활
주
로

기내식시설

열병합발전소

공항지원단지

3

관제탑

관세자유지역
(2단계)

2

골프장Ⅱ 관세자유지역
(1단계)

탑승동A

공항신도시
(66만평)
인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 IC

영종도

화물터미널

2

4
2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장기주차장

서울

2
4
산불레이더

공항청사
남측유수지

정부합동청사

1

골프장Ⅰ

해안도로

남측배수갑문
남측방조제/공항남로

1. 중수처리시설

2. 초기강우처리시설

3. 자원회수시설

4. DE-ICING폐수 처리

처리규모 20,000톤/일의 중수처리
시설로서‘개량회분식 활성슬러지법
(MSBR)’및 모래와 활성탄 여과 방식
으로 처리하여 남측 유수지에 방류
하고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계류장에서 발생하는
초기강우에 포함된 유분 제거를 위하여
초기강우처리시설 5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초기강우는 nHexane을 5ppm 이하로 처리한 후
수계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유동상
소각방식의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통해 공항 및 신도시 지역의 가연
성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또한 여과
집진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얼음,서리
등을제거하는제방빙작업을위한전용
제빙주기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제빙폐액은 저장탱크(7,320m3)에
수거후전량위탁처리합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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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 최소화
용수사용량

수질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톤/백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7년 사용한 용수는 311,046톤으로서 전년도 대비 6.8% 감소

0.49

하였으며, 취수원은 한강수계의 팔당댐입니다. 사용량을 시설 별로 나누어보면 여객터미널 138,072톤

0.38
0.32

(44.4%), 교통센터 8,558톤(2.8%), 공항청사 7,094톤(2.3%), 기타 시설 157,322톤(50.6%) 입니다. 용수
사용량의 감소는 중수처리시설 이용 증대 및 다양한 절수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분석되며, 원단위
용수사용량은 전년 대비 약16% 감소한 0.32톤/백만원으로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

2006

2007

상수 사용량 절감을 위한 중수처리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원재활용시설인 중수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재활용된 중수를 냉동기 냉각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상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재활용된 중수의 사용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폐수 321만톤 중 51%인 164만톤을 중수로 재활용하였으며, 상수대체 효과로 약 15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2억여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7년 중수처리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사절단 등 28회에 걸쳐 총 43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부대시설 생활계 하수

화장실 세정 오수

기내식 제조공장 처리수

공항 및 골프장 조경용수

항공기 발생오수

기계설비 냉각 및 세정용수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수질오염물질 현황 2007년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을 원단위로 산정해 본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질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 (g/백만원)

(C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질소(TN) 수질오염 물질 항목이

항목

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수처리시설의 배출수는 환경농도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으로 운영되며 BOD의 경우는 법적 기준치는 6ppm의 1/10수준인 0.6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주변 유수지의 경우 공항 운영에 따른 수질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05

2006

2007

6.71

11.15

12.45

BOD

0.28

0.59

0.53

SS

0.38

0.59

1.31

TN

5.44

6.30

9.25

TP

0.07

0.11

0.16

COD

대기오염물질 현황 공항지역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으로는 자원회수시설 등의 점오염
원과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차량 등의 이동오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공항셔틀버스를 청정연료인 CNG차량으로 교체 중이며, 승용차 요일제

2007년 대기오염물질 농도측정 결과 (ppm)
SO2

CO

NO2

O3

PM-10

경감시시스템)와 환경조사차량을 이용하여 24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환경감시시설을 구축하여

환경기준

0.015

7

0.03

0.06

50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대기질의 변화는 없었으며,

신도시

0.006

0.7

0.024 0.035

54

영종동

0.006

0.7

0.017

0.031

63

중수

0.006

0.7

0.025 0.031

64

및 카풀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대기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TMS(환

2007년 대기질 측정결과 아황산가스는 환경기준의 33.3%, 일산화탄소는 6.7%, 오존의 경우는
환경기준의 65%로 양호한 대기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냉동기
냉매의 대부분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냉매(HFC-134a)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HCFC-22의 2007년 배출량은 환산 시 0.08톤-CFC-11eq. 으로, 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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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현황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소각 및 매립 등으로

수질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g/백만원)

선별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2007년 폐기물 처리는 매립 14.2%, 소각 57.5%, 재활용 28.3%로 자원
화율(재활용률) 및 소각률은 2006년 83%에서 2007년 86%로 증가하는 등 재활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17.86
13.87
14,152.9

자원화율(재활용률) 및 감량화율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공항운영에 따른 사업장

12,141.84

12.85
12,479.16

폐기물 발생량은 총 12,479톤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발생 원단위의 경우 12.85㎏/백만원
으로 전년의 13.87㎏/백만원에 비하여 7% 감소하였습니다.

2005
폐기물 발생량(톤)

2006

2007

원단위 발생량 (톤/백만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공항 운영 및 건설에 따른 자연 생태계 변화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항 전부터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및 조류 분야에
대하여 연 2~4회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항 운영 및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조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 조사는 공항 주변 해상 5개 지점(정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식물
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밀물과 썰물사이의 조간대 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플랑크톤은 2007년 7월과 10월의 조사에서 평균 1053.2ind./㎥의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고
454ind./㎥~1,519ind./㎥의 범위를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밀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점
사이의 개체수 밀도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67,298cells/ℓ~
3,207,157cells/ℓ의 분포로 총평균 873,270cells/ℓ가 출현하였으며, 이는 서해연안 평균적

참게

범위인 104~107cells/ℓ범위 내에 분포하였습니다. 영종도 조간대 생물의 총 종수는 2007년에
69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에 관한 조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종도, 삼목도, 용유도 및 신불도를 대상으로 식물상 및 동물상에 대하여 연 2회
시행됩니다. 조사 대상 지역의 식물현존량은 222,156톤, 순생산량은 58,898톤/년으로 추정되었
으며, 평균 녹지자연도는 2.7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문헌조사, 채집관찰, 탐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포유류는 고라니를 포함한 9종과 양서·파충류는 총 3과 5종으로
양서류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3종, 파충류는 유혈목이, 누룩뱀 2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삼목도 습지

곤충은 총 22과 33종으로 방아깨비, 땅강아지, 노랑나비 등입니다

조류 2007년 인천국제공항 일원에 도래한 조류는 총 49종 48,807개체로 다량 분포(우점종) 순으로
살펴보면 최우점종은 민물도요, 그 다음으로 개꿩, 붉은어깨도요, 괭이갈매기, 큰뒷부리도요 등 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인 2001~2006년까지의 수조류의 도래실태를 살펴보면, 공항 일대의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류의 도래현황은 조사 환경에 따라 연간변동의 차이가 있지만 도래종수 및
개체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일대에 노랑부리 백로 등 6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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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부리 백로

지속가능한 건설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확장을 위한 2단계 건설을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완공하
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 시 수반되는 되는 환경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매년 환경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
화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 현장관리 체계
2단계 건설사업 시 주안점은 제3활주로 부지조성을 위해 장애구릉을 절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의 최소화입니다. 특히,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토석채취원인 오성산 및 을왕산 인근지역에는 1,331가구 3,00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여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국내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신개념의 공법을 도입하여 민원건수를 2006년 3,674건에서
2007년 1,770건으로 대폭 감소시켰으며, 토석 운반 시 발생하는 작업 소음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하고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야간작업 제한 등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이행하였습니다.

건설현장 환경관리 체계
환경관리계획
수립

비산먼지 저감시설

•환경관리계획서 제출(공사 착공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무 명시(시방서)

대 기

•비산먼지저감시설(방진벽, 방진망 등)
•토사운반 시 컨베이어 벨트 운영

수 질

•토사유출방지시설(침사지, 가배수로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철저이행

현장환경관리
이행

소음진동

방진벽

•야간 공사작업 제한, 차량속도 준수
•발파작업 시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

방진망

이행실적
보고

•월간 이행실적 및 법규준수체크 작성, 보고(분기 1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적 보고(연 1회)

건설현장
환경점검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점검(2007.5, 2007.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2007.12)

컨베이어 벨트 적용 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부지조성 공사에 국내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토석운반공법을 도입하였

컨베이어 벨트

토석운반방법에 따른 비용비교
168억원

4,400,000,000원 절감

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3개 공구에 9km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2007년 한해

124억원

3,253천m3의 토석을 운반하였으며, 컨베이어 벨트 운송방식의 적용으로 절감한 금액은 기존 덤프
트럭과 비교했을 경우 44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주로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컨베이어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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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검토의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전년도 보고서에 비해 형식이 더 세련되고 내용이
충실하여 한 단계 도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lobal Top 5 Air Hub를 지향하는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위상에 걸맞는 지속가능경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공사가 지향하는‘세계 5대 허브공항 달성’
이라는 2010비젼이 지속가능경영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추진분야와 추진전략 및 조직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사는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8년 지속가능

장지인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장 역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 역임
(현)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경영보고서에 나타난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는 공사의 공익적 성과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와 적절하게 조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더
효과적으로 보고서에 반영하기위해 중요성 분석을 통하여 주요이슈를 도출한 점과 제3자 검증을 통하여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 노력은 이해관계자를 배려한 노력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
형식이나 체계 면에서는 충분히 글로벌 수준의 보고서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지향하는 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내용 측면에서도 글로벌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의 경우 국내 우량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과 비교하는
갭(Gap)분석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둘째, 환경적 성과 측면에서는 환경회계 도입을 통하여 환경투자, 환경비용 및 환경성과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부분으로 추후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셋째, 사회적 성과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노동, 인권, 반부패 및 윤리경영 활동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회기부 활동과 저개발
국가나 낙후지역의 지원활동도 국경을 넘은 국제적인 기부노력이나 사회공헌활동이 요구됩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보다 경쟁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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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지속가능경영 및 보고서 발간에 대한 의견
지난 2007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이후 올해 두 번째 보고서 발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중요 이슈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한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이슈 중심으로
구성된 목차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핵심 이슈 및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지가 제대로 실천 되기 위해
서는 각 사업과 중요이슈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이슈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박영우
2) 공사 지속가능경영 강점 및 약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의 강점은 지속가능경영전략 Vision 2010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비전,
분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전담부서를 두고 지속가능경영
추진, 이해관계자 관리 프로세스 구축 등의 지속가능경영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지속가능경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분과 위원, 산업환경분과 위원,
대외협력·교육분과 위원 역임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력과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가능경영 세부 추진계획,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실행계획 및 목표에 대한 관리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와 이슈 발굴 등의 과정을 통해 중요사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체계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
경영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중요이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다면 과거 성과와 비교
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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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하여
공사는 2007-2008년에도 인천국제공항의 확장과 운영의 본원적 사업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
국가수송체계의 근간이 되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의
경제적 성공은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와 안전운항의 성과와 함께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원적 사업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 노사관계,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관계, 환경문제

이승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및 CSR 연구센터 소장

등 비경제적 차원에서도 모범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크게 지탄받을
일 없이 충실하게 기업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Green MBA 책임교수 역임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의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미국 Rochester 대학교
Fulbright 방문교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현재 공사는 윤리, 창조, 혁신, 사회책임, 가족친화, 환경경영의 6대

미국 Argonne Lab. 방문 연구원

최소한의 수동적 책임에 관심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의

분야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대체로 비경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준법 내지

3대 분야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고, 그 책임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이란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먼저 정의하고, 이로
부터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한다면,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적극적 양성평등과 장애우 고용확대, 환경적 책임에서 온실
가스 배출감소 등 좀더 적극적인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계적
으로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책임경영의 확산을 위해 거래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책임경영 지원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하여
공사는 두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첫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GRI G3 기준에 부합하는 충실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요성 분석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편집하여 좀 더 내용이 충실
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변지역 개발 사업 등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기존 이해관계자의 평가에 따른
중요성 측정은 미래 사업 분야에 대한 이슈를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를 요약할 때 가급적 좀 더 많은 구체적 수치지표를 이용하고, 시계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해관계자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고객, 지역사회
주민, 노조,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견해가 같이 포함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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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가감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수단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진지한 지속
가능경영의 노력과 성과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방향 의사 소통을
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성 제고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점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속경영지원팀에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의 본질이 기업이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성공기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서 출발하여 환경적 건전성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산되어 가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보다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김종대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소장

향후 지속가능경영 및 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미래의 핵심 경쟁력 전략은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책임 및 사회적 책임에의 적절한 전략적 대응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이러한 21세기의 가치가 정량적인 목표와 함께 예를 들면‘IIAC WAY’
로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성과와 사회책임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제시가 부족해 보입니다. 명확한 목표의 개념정의와 정량적 목표의 제시는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이며
공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둘째,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기업 내·외부에 전달하고 이러한 개념이 산발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를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직구성과 문화보다는 지속가능경영과 이해관계자를 통합 관리하는
SR(Stakeholder Relations) 부서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 윤리경영,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를 담당하는 부서도 지속가능경영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치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성과를 결합하여 그 성과와 상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환경
경제효율성(eco-efficiency)을 성과지표로 개발하고 그 목표치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가입에 대비하여 저탄소조직 달성에 필요한 전략적
목표치로서 탄소팩터(carbon factor)를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저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그 보고서가 전 세계 이해관계자로부터 Best Practice로 인정받게
되고 당사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사랑을 받도록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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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내용

페이지

UNGC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CEO Message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공항산업의 특성, Vision 2010

조직 프로필
조직 명칭
2.1

회사개요

14-15
18-19, 22-23
18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회사개요, 사업영역

18-19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회사개요, 조직구성

18, 59

2.4

본사 / 본부 소재지

회사개요

2.5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보고범위, 회사개요

18
보고서개요,

18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주주 및 자본구성

2.7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 / 수익자 유형)

회사개요 및 사업영역

2.8

보고 조직의 규모

회사개요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회사개요, 지배구조

18-20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수상 및 인증 실적

97

보고범위 및 주기

보고서개요

보고 매개변수
보고 대상 기간
3.1

20
18-19
18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보고서 의의

보고서개요

3.3

보고 주기

보고서 의의

보고서개요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참여방법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중요성 분석

3.6

보고 경계

보고범위

보고서개요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

보고범위

보고서개요

3.8

합작 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회사개요

18

98
28-31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보고서 작성기준

보고서개요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에 대한 설명

(해당사항 없음)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 방식 상의 큰 변화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점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GRI Guideline Index

3.13

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보고서 신뢰성 제고

지배구조, 책임, 참여
조직의 지배구조 - 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4.1

지배구조

보고서개요

90-93
보고서개요

20

1~10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20

1~10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이사회 구성 및 운영

20

1~10

구성원의 수를 명시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매커니즘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및 전문성강화

20

1~10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 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20

1~10

4.6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이사회 역할 강화

20

1~10

4.7

경제 / 사회 / 환경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이사회 역할 강화

20

1~10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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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UNGC

경제 / 사회 / 환경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 /

Vision 2010, 투명·열린경영, 이해관계자,

22-23, 26-27,

1~10

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고객헌장 , UN Global Compact

4.9

이사회가 경제 / 사회 / 환경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이사회 역할강화

20

1~10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 / 사회 / 환경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이사회 운영

20

1~10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Risk Management

21

1~10

4.12

경제 / 사회 / 환경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UN Global Compact, ILO 국제노동기준,

49, 51,

1~10

4.8

28, 53, 99

ICAO 조약 및 그 부속서

62, 65, 99

4.13

산업협회 및 국가별 / 국제적 정책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협회 가입현황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이해관계자 분류

28-29

4.15

참여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분류

28-29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28-29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28-31

주요 경영성과

24-25

경제성과 지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EC1

97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공항과 기후변화

75

EC3

연금지원 범위

복리후생 프로그램

62

EC4

정부지원 보조금 수혜 실적

정부 출자 비율

25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법정최저임금대비 신입직원 급여 비율

60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지역사회 참여비율 확대

73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평등고용 실현으로 지역출신 우대조치 없음)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지역사회 체육시설 기증

73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경제가치 배분

25

환경성과 지표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EN1

7

(해당사항없음)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해당사항없음)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열에너지 사용량

75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전력에너지 사용량

75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원단위 전기·연료사용량 절감 추이

75

8,9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에너지 기반 제품 /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

75

8,9

8,9

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

75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용수사용량

81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용수사용량

81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중수 재활용률

81

8,9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주변지역 환경영향 평가 결과

82

8

주변지역 환경영향 평가 결과

82

8

82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8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주변지역 환경영향 평가 결과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조치 및 향후 계획

오염방지시설운영, 주변지역 환경영향 평가 결과

80, 8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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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환경영향 평가 결과

82
75

UNGC

지정 멸종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의 수 및 멸종위험도

EN16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예정)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감축사업 실시사례 없음)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친환경냉매 사용

81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결과

81

EN21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수질오염물질 현황

81

8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배출 현황

82

8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유출사례 없음)

75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 / 반입 / 반출 / 처리량 및

(반출사례 없음)

80-82

보고 조직의 폐수 방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유수지 수질변화 및 생태계 보존을

81-82

이름,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위한 노력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소음저감 프로그램, 환경영향저감 활동, 건설시

8,9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EN25
EN26

비산먼지 저감 노력

77,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해당사항 없음)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위반사례 없음)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에 포함

75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환경비용과 투자

79

노동성과 지표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LA1

8,9

80-83
8,9

8

임직원 현황

59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임직원 현황

59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복리후생 프로그램

62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노동조합 현황

64

3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노사간 열린 커뮤니케이션

64

3

LA6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65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산업재해 발생건수 없음)

65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가족대상 복지정책, 산업재해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교육 및 건강증진 노력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65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가치창조형 인재육성

61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가치창조형 인재육성

61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내부평가와 보수기능의 연계성 강화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임직원 현황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남녀 직원간 임금 차이 없음)

인권성과 지표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HR1

6

62, 65

6

60
20, 59

6

60

6

(주요 투자협약시 인권심사 사례없음)

1,2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서비스 수준협약(SLA) 개선

67

1,2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 이수 직원 비율 포함)

인권존중 및 고충처리

62

1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차별사례 없음)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 및

노사간 열린 커뮤니케이션

64

1,3

1,6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아동 및 강제노동 배제)

62

1,5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아동 및 강제노동 배제)

62

1,4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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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내용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인권존중 및 고충처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침해건수 없음)

사회성과 지표
업무 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 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SO1

유대 강화

SO2

뇌물과 부패에 대한 정책 / 시스템

투명·열린경영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Integrity 문화 내재화를 위한 프로그램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투명·열린경영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관리 법령에 의거 정치로비 참여 금지)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 / 현물 기부 총액

(관리 법령에 의거 정치자금 기부 금지)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결과

고객과의 신뢰 강화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데이터 미비)

제품책임성과 지표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PR1

UNGC

62

1,2
1

유기체적 사회공헌 모델 구현, 지역사회와의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페이지

70-73
26-27

10

27

10

26-27

10

55

CS 전략 개정 및 네트워크 활성화

53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위반사례 없음)

50-52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고객과의 신뢰 강화

55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 서비스의 비율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위반건수 없음)

55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CS통합 리서치 수행

55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해당사항 없음)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위반건수 없음)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One-Stop VOC 시스템개선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고객과의 신뢰 강화

55
55
30~31,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34,42,48

중요성 분석, 주요 이슈군

52,58,66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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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s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ㅣ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2007

2006

112,774

114,535

1. 당좌자산

110,609

112,523

2. 재고자산

2,165

2,012

Ⅱ. 비유동자산

7,754,754

7,243,605

1. 투자자산

58,538

47,736

2. 유형자산

7,668,068

7,156,087

3. 무형자산

28,113

37,590

자산총계

7,867,528

7,358,140

Ⅰ. 유동부채

1,081,671

1,478,492

Ⅱ. 비유동부채

2,858,557

2,356,466

부채계

3,940,228

3,834,958

Ⅰ. 자 본 금

3,552,345

3,352,345

377,510

170,995

(1,160)

(1,248)

자본총계

3,927,300

3,523,182

부채와 자본 총계

7,867,528

7,358,140

구분
Ⅰ. 유동자산

Ⅱ. 이익잉여금
Ⅲ. 자본조정

손익계산서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ㅣ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6

Ⅰ. 매출액

971,367

875,256

Ⅱ. 매출원가

436,913

407,687

Ⅲ. 매출총이익

534,453

467,569

73,829

61,163

460,624

406,406

Ⅵ. 영업외수익

32,455

31,188

Ⅶ. 영업외비용

206,811

235,581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6,268

202,013

Ⅸ. 법인세비용

79,184

56,885

Ⅹ. 당기순이익

207,084

145,128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Ⅴ. 영업이익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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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s 2007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 %)

자기자본이익률

21.3

21.2
15.6

5.86
4.28

16.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37

부채비율

(단위 : %)

자기자본비율

(단위 : %)

154.3

49.9
131.6

46.0

117.3

47.9

43.2

108.8
100.3

성장성

5.56

-1.25

-18.6

165.3

4.4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0

안전성

(단위 : %)

37.7

39.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단위 : %)
10.1
6.6

(단위 : %)
18.9

6.9
15.4
12.4

2.9

10.4

11.0

7.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3
-3.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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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저시정 운영절차 (Low Visibility Operations Procedure)

1997년 미국의 국제적 환경단체연합인 CERES와 UNEP 등이 중심이

안개 등에 의한 기상현상으로 조종사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되어 설립한 기구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음.

않는 경우 공항은 저시정 운영절차에 따라 공항을 운영. 인천국제

2000년 6월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인‘GRI

공항 저시정 운영절차는 활주로 가시거리 550m 미만 예상 시‘저시정

Guideline’공표 이후, 2002년 5월‘GRI G2 Guideline’
, 2006년 10월

운영준비’, 350m 미만 시‘저시정 운영개시’, 활주로 가시거리

‘G3 Guideline’
을 공표하였고, GRI Guideline은 전 세계 가장 보편적

350m 이상 시‘저시정 운영 종료’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으로 사용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임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활주로가 활주로 가시거리 100m에서도 항

(http://www.globalreporting.org)

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CAT-IIIb 운영등급을 확보

UN Global Compact

셀프 체크인 서비스 (CUSS, Common Use Self Service)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여객이 여권 및 e-Ticket을 가지고 직접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제창한 UN 산하의 자발적 협약으로서 세계 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항공사 체크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좌석 배정 및 탑승권을 발급 받을

(ILO) 선언, 리오(Rio) 선언,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토대로 인권,

수 있는 서비스로 체크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할 수 있는 서비스.

노동, 환경, 반부패의 총 10대 원칙으로 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은 2007년 4월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총 39대의

2007년 3월 가입 (http://www.unglobalcompact.org/)

CUSS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일평균 866명이
이용중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국제공항협의회
1991년 1월 국제공항운영협의회(AOCI)와 공항협의조정위원회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AACC), 국제민간공항협회(ICAA) 등 공항과 관련된 협회 3개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정의한 '석유환산톤'으로서 kl, t, ㎥, kwh 등

합쳐 설립한 단체로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5개 전문상임

여러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에서 얻을수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CI는 전 세계 공항의 협력 증진과

있는 열량(약 10,000,000 kcal)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상호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1TOE는 원유 1t(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공항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항시설ㆍ기술ㆍ운영 등에 대한

석탄 1.55톤, 천연 가스 1,150㎥에 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4월 회원으로 가입

열에너지 산정에 사용

(http://www.aci.aero/)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Noise Level)
‘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과 동의어.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 운송 제반 관련 연구, 항공 운송 분야에서의 안전성 증대, 국제

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소음도와 이·착륙 횟수를 주간, 야간,

항공 운수 업자간의 우호 증대를 위한 단체로 1945년 쿠바 하바나에서

심야로 구분 가중한 횟수를 고려하여 항공기소음을 평가하는 국제

설립.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단위로, 항공법에서 정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지역 및 소음피해

현재 140개국 270여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음. 조직구성은 총회,

지역에 대한 기준은 75 WECPNL임

집행위원회, 6개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에 대한항공이
2002년에 아시아나항공이 회원으로 가입 (http://www.iata.org)

유동상소각방식 (Fluidized Bed Incinerator)
일반쓰레기와 슬러지를 동시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방식으로 열기를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열하여 태우는 스토커 방식과는 달리 모래를 가열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700~800℃) 투입된 폐기물을 순간적으로 건조, 소각시키는 방식

국제 민간 항공수송의 발전과 안전, 항공운송의 경제성 증대 등의

으로 반응속도가 빨라 소각시간이 짧은 고효율의 방식임. 인천국제공

목적으로 시카고 민간항공조약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1949년에

항공사 자원회수시설은 유동상 소각방식을 채택하여 공항시설 및

시카고 국제민간항공 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1947년 UN 산하

신도시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함

기구로 발족됨. 조직구성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및 3개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952년에 회원으로 가입
(http://www.ica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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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기관 평가 및 협회 가입 현황
수상 및 인증 실적(2007)
세부 내역

구분

수 상

주관기관

세계 최고 공항상

글로벌트래블러 (Global Traveler)

세계최우수공항(Best Airport Worldwide)

국제공항협의회(ACI)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Best Airport in Asia-Pacific)

국제공항협의회(ACI)

중대형공항 최고 공항(Best Airport 2,500~4,000만명)

국제공항협의회(ACI)

아시아-태평양 이용객이 선정한 우수 공항 (Regional Airport People Awards)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최고공항상(The World's Best Airport Award)

OAG (Official Airline Guide)

아시아/중동지역 우수공항

Aircargo World

2007 피터드러커 혁신상 창조경영상, 혁신 CEO상

Peter Drucker Society

2007 피터드러커 혁신상 혁신 CEO상

Peter Drucker Society

2007 로하스 경영대상 서비스/금융 부문 최우수기업

환경재단

2007 Golden Service Awards 비경쟁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

한국화장실협회, 행정자치부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최초보고서 발간부문 대상)

지식경제부

청렴도 우수기관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대상에서 면제)

국민권익위원회

e러닝 전문기관 인증

한국U러닝연합회

인 증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2007년 말 기준)
협회ㆍ단체명

가입연도

협회ㆍ단체명

가입연도

환경보전협회

1995

한국항행학회

2005

한국항공진흥협회

1999

윤경 CEO 클럽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한국능률협회

2006

국제공항협의회(ACI)

2001

환경재단

2006

대한산업안전협회

2001

삼성경제연구소

2006

한국품질재단 ISO 9001/14001 협의회

2002

한국여성재단

2006

인천상공회의소

2003

UN Global Compact

2007

한국항공경영학회

2005

UN Global Compact 한국네트워크

2007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5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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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3 Guideline 적용 수준 및 참여방법
GRI G3 적용수준 자체 선언
인천국제공항공사 200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 Guideline에 의해 작성되었으며,‘GRI G3 적용수준(GRI Application
Levels 기준’
에 의거‘A’단계에 해당하는 질적, 양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 200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 적용수준“A”
로 자체 선언하여 공시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 참여방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에서 수시로 검색이 가능하며, 본 보고서는 PDF파일 및 e-Book형태로
제공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
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 400-70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략기획팀, 지속경영지원팀
TEL 032-741-2162, 2107 / FAX 032-741-2160

집필진
전략혁신기획단장 임병기
전략기획팀장 지희수
김영일
김기홍
김성훈
유상원
양광희
강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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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보다 나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해 독자 여러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어 FAX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 032-741-2160)

1. 귀하는 다음 어디에 속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인천국제공항 근무자

주주

투자자

사업파트너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NGO 등 사회단체

학계

언론

기타

2.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공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웹서핑

공사 임직원

세미나/강의

기타

3. 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두 번째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입니다. 전년보고서와 비교해서 볼 때 보고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
전년도에 비해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전년도와 비슷하다

전년도에 비해 더 안좋아졌다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4. 본 보고서는 중요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주요 이슈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이슈 중 귀하의 관심
이슈는 무엇입니까? (1개 이상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운영과 성장

성장동력 확보

지역사회

환경

5.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

공항 안전

매우 그렇다

고객

그렇다

사용한 용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디자인이 보기 좋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6. 기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보통

사업파트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Contents
보고서 개요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

UN Global Compact

CEO Message

14

지속가능경영 Highlights

16

회사개요

18

UN Global Compact는 UN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제창한

지배구조

20

자발적 협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Risk Management

21

Vision 2010

2007년 3월 24일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7월 Leaders Summit에 참여하여 공사의

22

주요 경영성과

24

투명·열린경영

26

이해관계자

28

중요성 분석

30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존중하며, 공사 경영 전반에서 이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의 꿈을 향한 끝없는 열정
공항운영과 성장

34

신성장동력

42

공항 안전 및 보안

48

고객

52

임직원

58

사업파트너

66

지역사회

70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

74

The Ten Principles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Appendix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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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의
본 보고서는 2007년 첫 발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두 번째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와 목적,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Where Dreams
Become Reality
Sustainability Report 2008

보고범위 및 주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 타 사업장 및 해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고범위를 본사에 한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정량적인 데이터는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성적인 데이터는
2008년 상반기까지의 경영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3~4개년도 데이터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통화단위는 원화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 G3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전략 및 프로필, 경영 방식과
성과지표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였습니다. 지표 관련 보고 현황은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World Best Air Hub

보고서 신뢰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 신뢰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획, 작성 및 최종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Tel : 032-741-2161, 2 http://www.airport.kr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점
1) 중요성 분석(Materiality Test)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토대로
내·외부 주요 이슈를 종합하였으며, 우선 순위에 따른 자체 검토를
통해 24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서에 적용하였습니다.
2) 주요 이슈에 따른 보고서 구성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요성 분석 결과 도출된 24개
이슈를 이슈별 연관성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도를 고려하여 8개
이슈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슈군에 따라 보고서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이해도 및 가독성을 증진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Feedback 결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