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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전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제 現 최고등급인 4단계 인증에 성공했다.
사람과 삶의 가치 연계, 문화 네트워크 구현으로
미래 패러다임 혁신을 도모하는
인천공항의 항공서비스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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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History

글로벌 스탠더드
공항서비스를 증명한
인천공항 국제 수상 연대기

2014

2009

인천공항은 세계 유수의 공항과
공항서비스 평가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공항임을 증명해 왔다.
글로벌 공항으로 공항서비스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들을 돌아본다.

스카이트랙스 월드에어포트 어워즈

글로벌 트래블러

‘공항서비스 세계 최우수 공항상’ 수상

‘명예의 전당’ 등재

인천공항은 권위있는 항공서비스 전

인천공항은 2004년 비즈니스 여행

문 컨설팅 회사인 스카이트랙스(Sk-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하

ytrax)가 주최하는 ‘월드 에어포트 어

는 ‘GT 독자대상(GT Tested Reader

워즈(World Airport Awards)’에서 ‘공

Survey)’에서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

항서비스 세계 최우수 공항상’을 수

상한 이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상했다.

9년 연속으로 수상하여 부문별 10회
수상할 경우 등재될 수 있는 GT 명예
의 전당에 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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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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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06

글. 편집실 자료. 홍보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

국제공항협의회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

‘명예의 전당’ 등재

‘12년 연속 1위’ 달성

인천공항은 개항 4년 만에 국제공항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처음

인천공항은 2006년 처음 ‘세계 최고

협의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

제정한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에 ‘세

공항상’을 수상한 이래, 12년 연속 공항

tional)의 ‘2005 세계공항서비스평가

계 최우수 공항’으로 등재되며, 세계

서비스평가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

(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격상

록을 세웠다. 공사는 ‘2016 세계공항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였다. 싱가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비스평가’를 끝으로 ASQ 순위 프로

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그램 참여를 중단하고, 서비스 경쟁을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등 세계 유수

위해 비공개 참여하며 세계 최고의 공

의 공항을 제치고 이룬 결과였다.

항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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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
Airport FAB 어워즈

스카이트랙스

‘가족친화 식음료 최우수상’ 수상

‘최고 터미널상’

인천공항은 2019 Airport FAB(Food

스카이트랙스는 인천공항 제2여객

& Beverage) 어워즈에서 가족친화

터미널을 ‘최고 터미널상’으로 선정했

식음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

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3년 만에 달

족 여객을 위한 공항 식음서비스의

성한 수상으로 이는 여객 맞춤형 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마트 서비스, 수준 높은 예술 작품, 자

받았다. 아울러 본 수상을 통해 인천

연친화적인 실내 조경, 그리고 다양

공항은 FAB 어워즈에서 아시아 공항

한 문화 공연 등 새로운 여객경험을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하는 대기록을

제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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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08

달성하였다.

2021

2020

에어 카고 엑설런스 어워즈
‘글로벌 최우수 공항상’ 수상
인천공항은 에어카고월드에서 주관
한 에어 카고 엑설런스 어워즈(Air Cargo Excellence Awards)에서 글로벌
최우수 공항상, 아시아지역 최우수

비즈니스 트래블러

국제공항협의회 고객경험인증제

아시아·태평양판

세계 공항 최초 ‘4단계’ 인증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상’ 수상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최초로 2019

공항상, 신선화물 처리 우수 공항상을

세계적인 여행전문지인 비즈니스 트

년 4월에 신설된 ACI의 고객경험인증

수상했다. 에어카고월드는 전 세계 화

래블러(Business Traveller)가 주최하

제 現 최고 단계인 4단계 인증에 성

물항공사를 대상으로 각 공항의 ‘서비

는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태평

공했다. 인천공항은 2022년 전 세계

스의 신속성과 신뢰성 등 수행실적’,

양판 어워즈’에서 2011년부터 10년

공항 최초로 최고 등급인 5단계 인증

‘가격경쟁력 등 가치’, ‘물류 관련 시

연속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상’을 수

획득을 목표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

설’, ‘세관과 보안 등 규제운용’ 총 4개

상하였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세계

고 있다.

항목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최고

최고 수준의 쇼핑환경과 서비스 역량

서비스 공항을 선정하였다.

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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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계 최초 ACI 고객경험인증제 최고등급 획득
공항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상하다
고객경험관리가 글로벌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속적인 공항서비스 향상을 위해
ACI 글로벌 고객경험관리인증제(Customer Experience Accreditation)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ASQ(공항 서비스 평가)의 보완적 제도로,
글로벌 고객경험 품질관리체계와 서비스 혁신활동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現 최고 등급(4단계) 인증에 성공했다.

국제공항협의회(ACI)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고객경험인증제는 아시아 태평양 16개, 미

나머지 단계는 직전 단계 인증을 1년간 유지 후 상위 단계 인증 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4단계 인증을 성공했으며, 3단계(홍콩, 에콰도르 키토) 인
증을 성공한 공항 외에는 모두 1~2단계 인증에 머물러 있다.
고객경험인증제 평가항목은 고객이해, 서비스전략, 지표관리, 운영개선, 공항문화, 서비스 혁
신, 협업체계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인증을 하고 있
다. 인천공항은 現 최고등급인 4단계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최고의 고객경험 가치를 제공
하는 선도적인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다.

2.

서비스 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인천공항은 개항 20주년을 맞아 다가올 20년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공항
서비스 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고객흐름을 원활(seamless)하게 관리하는 서
비스 관점에서 더 나아가, 고객이 공항에서 경험하는 여정에 서비스 관리자가 단계별로 참여
하여 고객의 긍정적 경험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고객만족을 넘어 공항서비스 경험을 통해 얻

정리. 편집실 자료. 홍보실

게될 고객감정까지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고객들에게 여정 단계별로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고객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50
대 특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고객중심의 고객경험 서비스 전략체계를 재정비하
고 있다. 그 과정에서 ACI의 글로벌 고객경험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로벌 고객경험 서
비스 관리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

-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취득이 가능하다. 동시에 취득 가능한 1~2단계를 제외한

11

10

주 14개, 유럽 10개 등 전세계 총 46개 공항이 참여하고 있는 평가제도이다. 본 인증제는 총

-

-

1.

ACI 고객경험인증제란 무엇인가?

2021. 07.+08. vol.78

3.

고객과 함께하는 新 고객중심 고객경험 서비스 전략
인천공항은 선도적인 공항 프로세스와 서비스 혁신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 가치를 제공하
는 것을 전략 미션으로 삼고 있다. 고객경험 혁신기업으로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두 가지 전략 목표를 정립하였다. 인천공항은 글로벌&로컬 고객만족도 및 고객경험인증제
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고, *고객추천지수(NPS, Net Promoter Score) *세계 최상위권(70
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고객 서비스 5대 핵심가치인 고객존중(Respect), 고객감동(Surprise), 서비스혁
신(Innovation), 소통과 협업(Collaboration), 글로벌 지향(Globality)을 바탕으로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고객 여정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고객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모니터링 환경을 고도화하며, 차별화된 선도적 고객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고객추천지수(NPS) 현재 고객을 평가하고 미래 고객을 예측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기존
고객만족도 한계를 보완하고 고객과의 관계성까지 담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공항과의 비교가 용이
* 글로벌 공항 NPS

인천공항(73점), 창이공항(63점), 히드로공항(37점), 스키폴공항(36점)

전략 방향

서비스
모니터링 환경
고도화

차별화된 선도적
고객경험
서비스 제공

4.

이번 ACI 글로벌 고객경험인증제 최고등급 달성은 인천공항만의 CX(고객경험, CustomereXperience) 인프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고객경험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인천공항 고유의 핵심적인 고객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는 *페르소나, *고객여정지도, VOC채널, 스마트 CX 피드백 기기, 고객위원회 등이 있다.

13

을 표현한 가상 캐릭터로, 유형에 따라 10개 타입으로 나뉜다. 고객의 주기적인 행동 및 환경

-

-

페르소나는 공항 이용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유형, 태도, 잠재적 니즈 등

전략 과제

1

1

1

변화를 반영하여 페르소나를 고도화 하고 있다. 고객여정지도는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하여

Untact&Seamless

고객경험 서비스

전략적 Target 고객경험

여정단계별로 정량적/정성적 고객감정상태, Pain points(취약점)에서 파악된 고객 인사이트,

여정관리 서비스 확대

관리체계 정립

서비스 강화

개선기회,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시각화한 지도 형식의 도구이다. VOC 채널, 스마트 CX피드
백기기, 고객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고객의 서비스 니즈, 서비스 트렌드, 서비스 개선 요구사

2

2

2

Off Airport

고객경험 서비스

고객여정 맞춤형

여정 서비스 활성화

모니터링 환경 고도화

Touchpoint CX 특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항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과 소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맞춤형 CX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형태로 운영된다. 월 1회 운영
되는 ‘고객경험관찰 프로그램’에서는 고객접점부서에서 여정단계별 CX 영향요인 및 고객감
정 상태를 관찰하고 Pain points에서 인사이트를 파악하여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접
점 Before Service 프로그램’은 사후 서비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CX전문가와 고객접점부서

3

3

3

Smart Biometric

고객경험 기반

차별화된

여정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플랫폼 구현

문화예술공항으로

현장 점검회의’는 월 1회 고객과 경영진, 고객접점부서, CX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여정단계

고객경험가치 고도화

별, 고객특성별 서비스 터치포인트를 점검하는 회의이다. 현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도출하

가 참여하여 부정적 고객경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Service Touchpoints

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4

4

4

Smart 여정 안내정보

고객경험 협업

고객친화적

서비스 콘텐츠 확대

거버넌스 활성화

공항이용환경 조성

및 고도화

5
여정 안심 Smart Health
서비스 제공

-

12

인천공항의 서비스 전략 방향 및 과제

-

미래 지향적
고객여정관리
프로세스 구현

세계 최초 고객경험인증제 최고 등급 달성

인천공항은 고객에게 공항이용 여정단계별로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혁신적 고객경험 서비
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고객경험 서비스 관리 표준화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위상을 제고
해 나갈 것이다.
* 페르소나

공항이용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행동유형, 태도, 잠재적 니즈/
특징을 표현한 가상 캐릭터

* 고객여정지도 공항이용 과정에서 여정단계별 정성적, 정량적 고객감정상태, 고객 인사이트,
개선기회, 아이디어가 시각화된 도구

서비스 혁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 14일 인터컨티넨

더 높이 비상할 인천공항

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국서비스경영학

이번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으로 이정동

회와 공동으로 ‘2021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서울대 교수는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 혁

춘계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서

명’이라는 주제로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열

비스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한국서비

어가는 키워드를 살펴 보았다. 초청강연

스경영학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대회는 전국 대학생 대상 ‘미래지향 고객

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한선 에너지 환
대상_디지털 빅뱅으로의 도약, INVERSE의 수상자

경처장은 ‘인천공항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여정 프로세스와 고객경험 서비스 혁신방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달

안’ 및 ‘그린 공항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

라진 국내외 환경영향과 인천공항의 환경

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변화 그리고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초일

25편의 논문이 출품되었으며, 엄격한 심사

류 공항을 구현하려는 인천공항의 친환경

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4

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과 최우
수 수상자에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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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경험 서비스 혁신방안 공모전

공사는 국내 서비스 전문 학술단체인 한
최우수상_스마트팜으로 ESG경영성과평가 향상

국서비스경영학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

상이 수여되었다.

대회를 개최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서비

대상을 수상한 ‘디지털 빅뱅으로의 도약,

스 혁신방안을 공항 운영에 적극 도입함

INVERSE’는 인천공항에 최근 글로벌 마

으로써,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이해

케팅 트렌드인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고객

더 높이 비상하는 새로운 20년, 고객과 함

경험에 새로움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께하고 최고의 고객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INVERSE란 가상공간에 인천공항 메타버
-

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 개항 20주

-

14

서 2000년대 초반 출생인 Z세대를 대상

년을 맞아 선포한 ‘新비전2030+’를 바탕

15

-

으로 한다. INVERSE는 가상의 공간에서 Z

으로 공항 입·출국 프로세스별 차별화되

-

최우수상 _ 블루투스 비콘과 VR/AR 기술을 이용한
시각 장애인 대상 길안내 서비스

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1990년대 중반에

세대가 공항 이용 프로세스를 체험하게 하

고 선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여 고객만

는 등 미래 잠재 고객에게 강력하게 소구될

족, 나아가 고객감정까지 고려한다는 계획

서비스를 제공한다.

을 세우고 있다.

최우수상 4편은 각각 인천공항 내 스마트

이를 통해 인천공항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팜 도입을 통한 ESG경영성과평가 향상, 블
루투스 비콘과 VR/AR 기술을 이용한 시각

최우수상 _ 공항이용자 대상 스마트 업사이클링
경험 제공

‘고객중심’으로 혁신하고, 고객경험 서비
스관리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장애인 대상 길안내 서비스, 공항이용자 대

등 포스트코로나시대 인천공항 서비스 경

상 스마트 업사이클링 경험 제공, MAP 중

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방안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을 제안했다.

학술대회에서 나온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
이디어를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서비스경영학회와 공동으로
2021 춘계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후원하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생 대상 ‘미래지향 고객여정 프로세스와 고객경험 서비스 혁신방안’ 및
글. 편집실 자료. 홍보실

‘그린 공항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대상 1편과 최우수상 4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상이 수여되었다.

인천공항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해 나
최우수상 _ MAP 중심의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방안

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
비스 혁신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고객중
심’으로 전환하는 등 포스트코로나시대 인
천공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
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전 세계 항공업계의 수요와 서비스 접근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유례없는 산업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다.
물리적인 공간과 오프라인 서비스의 제약을 극복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디지털 빅뱅으로 도약, ‘INVERSE’ 서비스>를 소개한다.

현실과 융합되고 있는
우리의 디지털 미래

1. 공항 이용 프로세스의 구현을 통한
사전 서비스 제공:

5.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 제공:
인천공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

-

‘INVERSE’를 활용해 공항을 방문하기 전 이

비스를 ‘INVERSE’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을 뜻하는

용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이

서비스이다. 또한 ‘나만의 공항 캐릭터 제

‘Meta’와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

다. 공항의 보안검색대 통과 과정을 게임화

작’, ‘트렌드 공항 패션 제작’과 같은 일시적

어로 가상과 현실을 잇는 3차원의 가상세

한 ‘보안검색대 게임’을 통해 기내 반입 혹

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Z세대에

계를 의미한다. 최근 물리적인 공간의 제

은 수하물 위탁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사

게 INVERSE를 참여와 공유의 커뮤니티로

약을 초월하여 가상세계에서 서비스가 이

전 교육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이루어지

인식시킬 수 있으며, 즐거움과 흥미를 끌

루어지는 메타버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

도록 했다.

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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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모전 대상,
디지털 빅뱅으로의 도약, ‘INVERSE’

업 간의 경계나 장벽을 허물고 사업 모델
을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기업들이 증가하

2. 특화된 문화 콘텐츠 제공:

였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 이를 융합하는

‘INVERSE’ 내에서 공항 내-외부 문화 서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신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천공항만

레벨 업

수 있다.

의 특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엔터테

‘INVERSE’ 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

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발달은

인먼트 기업과 협업하여 가상 콘서트나 팬

천공항이 여행이라는 최종 지점에 도달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미팅을 진행하거나, 이미 오프라인 공간에

기 위해 거쳐 가는 수많은 ‘수단’ 중 하나라

과 수요를 증폭시켰다. 하나금융경영연구

서 해오던 문화공연을 가상 공간과 연계하

는 한정적인 역할을 넘어, 관광의 ‘목적’ 자

소(2021)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시장

여 새로운 개념의 공연 콘셉트를 제시한다.

체로 도약하는 것이다. 또한 공항 내외 기

은 2030년 약 1,700조 원의 규모로 성장

업들과 제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은 중소·중견 기업과 협업한다면, 상생경

고 볼 수 있다.

행해 기업 홍보 및 추가 광고 수익 창출도

영을 실천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희대

기대할 수 있다. ‘INVERSE’ 안에서 자신의

의 위기 속에서, <디지털 빅뱅으로의 도약,

-

-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기업 혹

인천공항과 연계된 항공사 프로모션을 진

17

16

3. 다양한 기업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에 가장 주목받는 신기술 분야 중 하나라

-

-

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메타버스는 미래

글. 오지훈(인하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교신저자. 김서영 교수(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정리. 편집실

캐릭터가 각 항공사의 승무원 의상을 착용

‘INVERSE’>는 인천공항의 혁신과 성장을

‘INVERSE’

혹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의 면세

유도하여 현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인 방안

서비스 소개

점이나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브랜드

이 될 것이다.

-

마케팅과 가상 아이템 판매, 가상 맵 속 유

‘INVERSE’는 인천공항에서 물리적인 서

료 광고 진행, INVERSE 자체 컬렉션 제작

비스를 중점적으로 이용했던 과거의 고

및 판매 활동도 가능하다.

객 여정 전체를 분석하고, 네이버의 ‘제페
토(Zepeto)’ 등 타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

4. 이색적인 기내 체험 서비스 제공:

스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용 가능한 프로

고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평소에 경험

세스를 도출해 기획한 메타버스 활용 서비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

스이다. ‘확장성, 연결성, 수익성’을 중심으

로를 고민하는 Z세대들에게 진로체험의

로 인천공항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서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비스를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신선한 자극을 주도록 기획했다. 기내식 메

를 구상했다.

뉴를 고객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위

그 결과 ‘공항 이용 프로세스 구현, 특화된

급 상황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항공 사

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공모

문화 콘텐츠, 다양한 기업과의 연계, 이색

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학습할 수 있다.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수상자는

적인 기내 체험 서비스, 잊지 못할 추억이

이는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면

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라는 5가지 관

서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점에서 서비스들을 기획하였다. 다음에 소

될 것이다.

개하는 서비스들은 그중 일부를 요약한 것
이다.

* ‘INVERSE’는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Universe’의 합성어로
인천공항만의 선도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빅뱅으로 가장 먼저
도약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 이 기고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주관한 대학생

인하대학교 남은호, 정유리, 오지훈,
이도경, 최지훈(지도교수: 김서영)이며,
팀의 대표로 오지훈이 작성했다.

-

숭실대학교 유한주 교수

그것을 인카운터 별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인천공항의 여객 서비스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매력적인 요소는 곧 다른 해외공항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천공항은 2021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ACI 고객경험인증제 4단계를 획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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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Airport & People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인천공항의 서비스 주안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항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장인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유한주 교수를 만나,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인천공항의 서비스 주안점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Q. 고객경험이란 무엇입니까?

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항공사 홈페이지에

유한주(柳漢冑) 교수

고객경험이 기존 고객만족과 다른 점은, 결

들어가 발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과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이라는 점

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항공사

약력: 숭실대 경영대학장,

입니다. 고객만족은 결과를 측정하는 반면

홈페이지부터 인카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 고객경험은 고객이 색다른 경험을 했다

공사는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의

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측면에서 경험

홈페이지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장,

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객경험을 차별화

첫 번째 인카운터에서 고객의 감정이 상하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하기 위해서는 인카운터 관리를 정밀화해

게 된다면,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서비스

現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장

야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 고객을 만나게 되

저서: 경영품질의 세계기준, 글로벌

무엇입니까?

고객이 인천공항 인카운터에서 해외공항

인카운터란 만남, 조우란 뜻입니다. 인천공

과 색다르고 매력적인 경험을 한다면 긍정

항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공항이 만나

적인 고객경험을 얻습니다. 인카운터를 정

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

밀하게 분석을 하고, 각각의 인카운터마다

영관리에서는 인카운터 관리라고 합니다.

다른 공항과 차별화된 경험과 매력적인 요

인천공항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정밀

소를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지를 고민해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카운

야 합니다.

품질경영론, 서비스경영, 혁신과
리더십, 품격경영, 엑설런트
서비스 등
e-mail hyoo@ssu.ac.kr

터에서는 예상하는 것보다 여러 단계의 조

글. 최회성(에디터) 사진. 이성원

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

Q. 고객경험과 매력적인 요소는

교통으로 숭실대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이 있다면, 제일 먼저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요소란 *카노 모델에서 자주 언

학교 정문에 들어온 것이 첫 번째 만남이 아

급되는 상품기획의 요소입니다. 매력적인

니라, 검색 시점이 첫 번째 인카운터가 됩니

요소는 상품 구매 시 고객은 충족될 필요

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접점이 있을 수 있

를 느끼지 못하지만 충족될 경우 고객 감

으며 만남 후에도 접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

동(Customer Delight)을 줄 수 있는 요소

다. 따라서, 공사는 가능한 모든 접점을 분

입니다. 인천공항의 여객 서비스에서 매력

석해야 합니다.

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매
력적인 요소는 곧 다른 해외공항과 차별화

* 카노 모델 어떤 상품을 기획할 때 각각의 구
성요소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

Q. 인천공항의 인카운터는

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인카운터

는 것의 충족, 불충족이라는 객관

언제 발생합니까?

별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새로운 고객경

보통 고객은 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을 이용

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관계를 통해 5가지 품질요소로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천국제공항

있습니다.

구분하여 설명

적 관계와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
이라는 주관적 관계 사이의 상호

-

-

주기 위해 서비스 회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19

18

Q. 인카운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

-

는 것입니다. 다시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꿔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인천공항에서도 고객이 스스로 공항 서비

Q.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스를 디자인할 수 있게 만들고 자신만의

있다면?

서비스 분야 화두 중 하나는 매스커스터마

공항 서비스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게 하

서비스의 인카운터 관리도 많이 하고 있지

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 우리말로

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대전에서 리무진

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서비스 리커버리

번역하면 대량 고객화입니다. 매스커스터

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고객에게는 공

(Service Recovery, 서비스 회복)입니다. 양

마이제이션은 대량 생산과 개별 생산의 복

항 내 휴식공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

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불만이 생긴 고

합형태로, 제조업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다. 공항 내 서비스를 선택하여 출국 전 자

객을 서비스 페일류어(Service Failure, 서비

통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

신의 동선을 디자인하게 하고 그것을 공유

스 실패)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실패의 수준

우에도 벤츠와 같이 완전주문제작은 아니

하게 하여, 비슷한 상황인 고객들이 그 레

에 따라 서비스 회복이 적절하게 제공돼야

지만, 예전보다 차 종류가 많아져서 고객

시피를 선택할 때 공항 내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서비스 회복 매뉴얼이 분명히 있지

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한 포인트나 리워드를 제공하여 동기부여

만, 직원이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기업은 이제 매스

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다.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보다 서비스 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또한, 고객들은 공항에 들어서기도 전에 좌

패 후 서비스 회복을 거친 고객이 더 충성고

고 있습니다.

석 배정을 마치며 자신의 정보를 알려줍니

객이 된다는 측면을 볼 때, 서비스 회복 대

다. 빅데이터 형태로 그날 공항을 이용할

책을 잘 수립해야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

고객의 연령대나 직업군 분석도 가능할 것

을 것입니다.

입니다.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고객의 필

마지막으로 인카운터 별로 분석한다면 치

요에 맞는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하고 공유

명적인 실패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있을

하게 한다면, 더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것입니다. 서비스 경험을 개별 인카운터로

가능할 것입니다.

볼 것이 아니라 여객 경험 전체를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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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서비스 분야의 화두는

보고 서비스 실패가 주로 발생하는 병목 지
21

20

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점으로 관리한다면, 더 나은 고객경험을 전

-

-

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
다”란 말처럼 제공자의 표정이나 태도, 말

고객들에게

하는 것에서 불만족하면, 고객은 전반적인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직원이기 때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가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란 말처럼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은 서비스란 단순히

제공자의 표정이나 태도,

미소를 짓고 친절한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말하는 것에서 불만족하면,

아니라 역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합

고객은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니다. 역량을 기르기 위한 훈련뿐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 사람의 행동도 컨트롤이 가

-

Q. 서비스 경영 측면에서 강조하고

능합니다.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 은행 창구 서비스를 이용하고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서비스는 대부분

나면 창구직원에 대한 평가 문자가 옵니다.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항의 경우 공항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평가 문자

에 가지 않고서는 해외에 나갈 수 없으니

가 갈 테니 좋은 평가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고객들은 여행을 가기 전 공항 직원, 면세

합니다. 인성과 품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

점 직원, 식당 직원, 발권 직원 등을 만나게

하지만, 단순히 ‘친절해야 한다’라고 것으

됩니다. 고객들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

론 부족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바탕이 돼야

공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 여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행보다 즐거운 곳, 공항
설렘과 스테이테인먼트(Staytainment)의 장소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프랑스 에꼴까몽도 석사. 빌모트 파리사무실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및 제2여객터미널 인테리어 설계 자문을 역임했다. 대표프로젝트로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 인상주의 갤러리 리노베이션, 파리 루이뷔통 재단 인테리어디자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테리어
설계 및 자문 등이 있다.

글로벌 공항들은 공항 간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공항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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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Opinion

김면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전 빌모트 코리아 대표

브랜드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항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불특정 변수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공항서비스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공항 이용자들의 재방문에 영향을 주는
좋은 이미지와 경험을 선사할 콘텐츠 전략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공항이라는 경계의 '공간‘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콘텐츠‘가
결합하여 공항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의 차원에서의
-

-

스테이테인먼트로 접근할 수

23

22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

공항으로 가는 길은 설렌다.

글. 김면 교수(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

공항은 누구에게나 여행의 시작이자 경유

의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지구촌에 공

지이다. 국적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

유되고 있다.

행객들은 공항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나

공간과 서비스가 결합한 상품의 경우 브랜

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생

드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네이밍(naming)

각으로 들떠 있으며, 마음은 몸보다 먼저

이외에도 실재하는 장면(scene), 공간 속

공항에 도착한다. 여행의 빈도와 횟수가 증

에서의 경험(experience)의 결과물이 어우

가할수록 도착지와 경유 공항에 대한 평가

러져 공간의 브랜드가 형성된다. 이미지란

또한 일반인들에게 쉽게 나누는 대화의 소

특정 대상에 대해 감각을 통해 획득한 현상

재가 되었다. 이제 스카이트랙스 등의 공항

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말하고, 공간이

평가기관의 권위를 빌리지 않아도 공항의

라는 장소성이 결합된 경우에는 공간과 공

이미지와 브랜드는 어느새 이용객들의 경

간에 담긴 내용을 오감이 체득한 경험들이

험담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틱톡 등

심상으로 발현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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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하나의 테마와 상징성을 기반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된 공간들이 공항의 곳곳에 나뉘어 위치할 수도 있다.
공항의 서비스 공간과 스테이테인먼트 공간의 레이어가 공존하는 것이다.
-

야 주부공항은 보잉 787의 이야기 소재를

및 패션 등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장을 만

시간과 재화를 즐겁게 소비할 장을 멋진 시

활용한 테마파크 및 상업 및 복합시설, 스

들어 이용객들이 즐기는 모습이 곧 정체성

설 및 흥미로운 콘텐츠와 함께 연출해 주는

키폴공항은 튤립의 네이밍을 활용한 아이

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즐거움과

것이 결국 글로벌 공항의 공간 콘텐츠가 나

덴티티 컬러와 상업시설 등으로 주요상징

기쁨을 주제로 한 엔터테인먼트는 나라의

가야 할 방향 아닐까? 공항이 하나의 테마

성을 채택하고 그 속에서 다채로운 프로그

경계와 언어를 넘어 제작될 수 있다. 남녀

파크처럼 인식된다면 공항의 공간 콘텐츠

램을 연계하고 있다. 처음부터 계획된 별

노소 모두 놀이공원에 가면 동심으로 돌아

와 이미지 구축에 반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

도의 대형 공간이 준비되어있다면 좋겠지

가듯이 여정에서의 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

한다. 테마파크는 즐겁게 시간과 재화를 소

만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하나의 테마

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즐거

-

비할 수 있도록 공간, 놀이 콘텐츠, 랜드마

와 상징성을 기반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된

운 경험이 된다.

24

크적 요소를 갖추고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공간들이 공항의 곳곳에 나뉘어 위치할 수

공항의 공간 콘텐츠가 여행지 이상의 즐거

25

-

있도록 네이밍과 슬로건을 노출한다. 그러

도 있다. 공항의 서비스 공간과 스테이테인

움을 주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매력적

-

면 우리는 방문 전에 구체적인 놀이기구를

먼트 공간의 레이어가 공존하는 것이다. 또

인 네이밍과 쉽게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

떠올리고, 즐길 다양한 콘텐츠와 먹거리를

한, 홍콩공항 옆에 디즈니랜드가 위치하듯

션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상하며 설렘을 안고 그곳에 도착한다. 공

공항과 가까운 곳에 상징적인 테마공간을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Z세대라 불

간의 경험이 새로운 이미지로 마음속에 각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우는 새로운 세대가 공간과 서비스를 인

인되어 다시 또 방문할 날을 기다리게 되는

지할 때 눈에 보이는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순환구조를 갖는 것이다.

문화와 테크놀로지 기반 소비콘텐츠

로 가상화된 공간 브랜드를 융합하여 하나

스테이(stay)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의 전통과 디자인

의 공간 정체성으로 인식한다는 것도 참고

ment)를 조합하여 호텔·리조트 내에서 엔

을 소개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

해야 할 것이다.

터테인먼트도 함께 즐기는 스테이테인먼

로 어려워했던 점이 있다. 우리는 우리만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문

트(staytainment)라는 개념은 비행 사이의

의 섬세한 한국의 미를 알고 있으나 특별

자들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웹사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공항 이용자들

하고 놀라움의 차원에서 다른 동양 문화권

이트와 관련 사진 등의 정보를 통해 브랜드

에게 같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다. 공항

과 구별하여 문화유산을 설명하자면 그리

와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을 예측한다. 공항

이라는 경계의 ‘공간’과 엔터테인먼트라는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네이밍과 구체

의 웹사이트 역시 공항서비스와 공간 콘텐

‘콘텐츠’가 결합하여 공항에서 즐기는 엔

적인 공간 및 세부 콘텐츠는 여러 전문가

츠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직관적인 구

터테인먼트의 차원에서의 스테이테인먼

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잡아야 하겠지

성이 필요하다. 가상의 세계에서 한눈에 보

트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체

만,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와 K-문화를 융합

이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공간 콘텐

험형 또는 참여형 스테이테인먼트로서 휴

한 놀이 공간으로서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

츠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식,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포장하기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행지보다 더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위해서는 주요한 상징성이 필요하다. 창이

오히려 외국인들의 호기심의 눈에서 K-컬

공간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선도 공항으로

공항은 레인보텍스(Rain Vortex, 대형 실

쳐라는 현재의 모습과 전통의 융합 속에서

서 인천공항을 기대하며 공항의 공간브랜

내폭포)를 중심으로 한 실내정원을, 나고

음식, 노래 및 영화 등의 놀이문화와 제품

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

스테이테인먼트 개념의 도입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스마트카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약 30억건의 수도권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획득한 후
인천공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통행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객들의 통행특성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률은 2021년 현재
99%에 육박하여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깝
고, 카드 이용 결과도 데이터 기반으로 저
장되기 때문에 자료가 왜곡될 우려가 없는

26
-

<표 1>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 절차

글. 권영민 선임연구원(공항산업기술연구원 정책연구팀), 김수지 박사(KAIST), 여지호 교수(한남대학교 빅데이터응용학과)

장점이 있다.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암호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점

된 개별 통행자들의 대중교통 승차와 하차

차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Big-data)는 현

시간 및 위치, 노선 등을 담고 있으며,「대

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

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 핵심가치를 담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

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 관련 정책

용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수립 및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무료로 제

교통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통

공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접근교통량 추

행수요와 행태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반자

정 연구의 일환으로 국토부로부터 2019

료로서 교통 서비스 제공, 수요 예측 및 관

년 6∼8월1)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리, 맞춤형 정보 제공 등에 널리 활용되고

스마트카드 데이터2)를 제공받아 통행특성

있다.

GIS3)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천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 빅데이

해당기간 약 30억건의 통행데이터 중 인

터는 무엇이 있을까? 공항산업기술연구

천공항을 기·종점으로하는 620만 건을

원은 한남대학교 및 KAIST 연구진과 함께

1차 추출한 후, 정기통행4)을 제외한 280

2004년 도입된 대중교통 거래 기능을 제

만 건을 순수 인천공항 방문여객이라 가

-

-

교통 빅데이터란?

27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천공항 여객 기종점 분석

-

교통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천공항 여객 통행특성에 대해

스마트카드(Smart Card)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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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 접근교통 편의성 향상 및 접근교통체계 다각화

Big data analysis
Traffic characteristics

Theme Idea in Airport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인천공항 접근교통 통행특성 분석

공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정한 후 통행패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인천

마트카드 데이터 분석 절차는 아래 <표 1>

공항 접근 통행을 분석해보았다.

과 같다.

1단계

2단계

인천공항

통행사슬(trip-chain)

내부 버스정류장 및

구조 형태의

지하철역 추출

통행 데이터 구축

3단계

4단계

인천공항 종사자들의

접근통행 특성

정규통행 제외

(접근통행량, 접근시간 등)

행정동 단위

분석

1) COVID-19 이전 하계성수기간 3개월치 데이터 분석
2) 스마트카드 자료는 버스, 지하철, 공항리무진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공항리무진의 경우
서울과 인천지역에 한정되어 기록되며 승하차 태그를 모두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본 연구에서
는 버스와 지하철 자료 기반 분석을 우선 진행
3)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
4) 정기통행이란 일주일 3일 이상 혹은 하루 3번 이상 통행하는 경우로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 산업
종사자라고 가정하여 제외하고 분석 진행

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참조>.
또한, 인천공항 출입국 여객 수와 높은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정 요일(주말)에 통행량이 치솟는 주기성
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이용하는 서울역이 회현동에 포함되어 해
당 지역의 통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추측된다. 인천 지역내에서는 인천공
항과 가장 가까운 운서동이 통행량의 7.1%
를 차지했다.

07. 16.

07. 31.

08. 15.

승차 총 통행량

08. 30.

우 환승, 교통체증, 물리적 거리 증가 등의

수도권 도심과 상대적으로 떨어진 물리적·

원인으로 통행시간 분포가 급격히 증가하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거리는 인천공항의 가장 큰 단점 중

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2 참조>.

이러한 현상은 인천공항과 대중교통 연결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카드

또한, 서울시 기준 평일 인천공항 승하차 평

망 구축이 잘 된 교통 결절점 지역의 경우

데이터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

균 통행시간은 93.1분으로 주말 평균 100.5

공항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비율이 높은 반

었다.

분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

면,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 자가용, 택시

공항철도 라인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인

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혹은 리무진버스 등의 수단분담비율이 상

천공항 접근 통행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하차 총 통행량

16

14

12
월요일

순위

화요일

행정동명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평균 총통행량

토요일

일요일

비율

0-10
10-20

맺음말

20-30

인천공항 접근성 제고 및 여객 기종점·

30-40
40-

통행량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 빅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및
단거리전용통신(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DSRC) 자료를 활용한

-

정동 단위 분석 시 지방 여행객들이 많이

07. 01.

로 판단된다.

공항철도)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보

승용차 통행패턴 분석, 디지털운행기록장
치(Digital Tacho Graph; DTG) 기반 택시
및 사업용차량에 대한 분석, 통신사 기지
국 데이터 기반 지역 간 이동패턴 분석 등
수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
으며, 이를 분석할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
발되고 있다. 정책연구팀과 한남대학교 및

1

2

회현동

신촌동

4,365건

1,763건

14.9 %

6.0 %

3

서교동

1,533건

5.2 %

4

공항동

940건

3.2 %

5

명동

914건

3.1 %

<그림 2-2> 인천공항 출발 평균 통행시간 분포(주중, 분)

서교동(5.2%)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행

<표 2> 인천공항 일평균 총통행량 기준 인천 외 지역 상위 5개 행정동

14.9%)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촌동(6.0%),

06. 16.

하차 총 통행량

과<그림 2-1 참조> 통행량 분포가 지하철(

29

-

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회현동(전체의

승차 총 통행량

8
2019. 06. 01.

30분 내외가 소요되었으나, 타 지역의 경

-

28
통행량으로 구분한 결과 인천공항 O-D 통

2

대적으로 높은 통행특성에서 기인한 것으

<그림 2-1> 인천공항 출발 통행량 분포(주말, 건/일)

-

전체 통행데이터를 행정구역별 일평균 총

18

6

인천공항 O-D를 공간 데이터 시각화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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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달하였으며,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

<그림 1-2> 요일별 대중교통 승하차 총 통행량

기종점으로하는 통행량은 평균 약 3만4천

<그림 1-1> 일별 대중교통 승하차 총 통행량

스마트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공항을

0

0-40

KAIST 연구진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스마

40-80

트카드 데이터 분석이 인천공항 방문 여객

80-120

과 종사자들의 접근교통 편의성 향상 및

120-160

인천공항 접근교통체계다각화 전략 마련

160-

을 위한 교통 빅데이터 분석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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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One Team

현재와 미래의 환경 이슈에 부합되는
공조시스템 기기 개발기업
주식회사 에코로셀
주식회사 에코로셀은 세계 최초로 환기구 디퓨저 부착형
헤파필터를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2021년 4월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PC-AIR 연결호스 국산화 프로젝트’ R&D과제에 선정되어
기존 수입산 제품의 국산화 대체를 앞두고 있다.

Q. 에코로셀은 어떤 기업입니까?
에코로셀은 친환경을 향하는 기업으로, 세
계수준의 품질과 고객 요구에 특성화된 기
능성 제품인 PC-AIR 연결호스, 환기구 필터
등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

30

Q. 에코로셀의 주력 사업은 무엇인가요?

31

-

에코로셀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원
칙과 고객 안전을 기준으로 세계 최초로 환
기구 디퓨저 부착형 헤파필터를 개발 및 양
산에 성공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추진한
‘PC-AIR* 연결호스 국산화 프로젝트’가 R&
D 과제에 선정되어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
습니다. 올 하반기면 기존 제품보다 내구
성을 강화한, 가볍고 설치가 편리하며 가격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PC-AIR 연결
호스가 양산 및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프
로젝트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연결 호스가 나올 것
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 최회성(에디터) 사진. 이성원

* PC-AIR Pre Conditioned Air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 계류장에
주기하고 있을 때 항공기
외부에서 필요한 공조공기를
PC-AIR 연결 호스를 통해
항공기에 공급하는 장비.

Q. 에코로셀이 보유한 기술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첫 인연은

에코로셀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

PC-AIR 연결호스 국산화 과제를 통해

는 소재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추진했던

불연, 방염, 내열, 청정, 내구성 등 각각 기

R&D 프로젝트가 우수한 기술력을

능에 맞는 제품을 컨설팅하여 최고 수준

인정받아 실제 올해부터 과제를

의 기능성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기구 부착용 헤파

-

필터는 외부에서 덕트관을 지나 환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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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

(주)에코로셀 주요 제품

지,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
발성 유기 화합 물질) 등 환경부에서 정한
각종 오염물질을 간단한 원터치 방식의 부
착방식만으로 차단하여 실내 공기질을 청
정하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 타입
기존 볼트식 환기구 디퓨저
1:1 교환형 제품

Q. 인천공항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첫 인연은 PC-AIR
연결호스 국산화 과제를 통해 맺게 되었습
니다. 이후 함께 추진했던 R&D 프로젝트
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실제 올해부

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테크마켓 사업에

천장을 뜯어내거나 다른 변형을 이용하여

적극 참여하면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설치하는 방식으로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

-

기존 환기구 필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3

32

Q. 특허등록된 디퓨저 필터의 특징은?

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하

-

-

익스퓨리 300M 자석타입
기존 환기구 디퓨저에 쉽게 탈부착
가능하게 자석이 달려있는
특허받은 헤파필터

터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시험비용, 금융, 특허 등 다양한 지원을 받

는 설치가 매우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이

으면서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교체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볼트 및 자석을 이용

EXPURI 항바이러스
기존제품에 구리필름을 추가하여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더한 신제품

Q. R&D 사업과제를 수행하며

한 설치 방식을 고안하였고 기존 설치 방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식을 탈피한 혁신적이고 세계수준의 성능

인천국제공항공사와 R&D 연구과제 미팅

을 구현하는 환기구용 필터를 개발하게 되

때 국산화 목표인 기존 수입산 PC-AIR 연

었습니다.

결호스 제품 성능에 놀랐습니다. 연구과제
특성상 기존 제품보다 더 나은 품질을 확보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발전 가능
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
던 제품은 PC-AIR장비와 비행기 실내공조
장치 간의 설치 편의성과 내구성 면에서 훌
륭했습니다. 계류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
이고 정확한 설치 프로세스를 위한 디자인
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산화 대체과제의 성
공적인 수행으로 세계시장에 진출 해야겠
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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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R&D 과제 수행과 새로운 제품 개발
에서도 그 기대와 설렘을 잊지 않고 시장
변화에 밀접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Q. 공항산업에서 에코로셀의
성장 목표는?

-

공항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목표는 테크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먼저 만나게 되는 곳으로 특히 시설 측면

환기구 헤파필터가 저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서 국가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위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인천공항

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에코로셀은

여객터미널에도 접목되어 안전하고

청정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맑은 공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깨끗한

안전하고 건강한 공항이라는 이미지를 줄

인천공항의 이미지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

-

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안에도 수많은 공조
부품 및 소재가 들어가는데 외국에서 수입
되는 제품 중 국산화가 시급한 제품과 소재
를 연구 개발하여 외화 유출을 막고 더욱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까지 할 수 있
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Q. 에코로셀의 최대 강점은?
-

-

에코로셀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소재와 더
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기존의 기술에만 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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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디자인 연구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것

Q.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에코로셀의 제품

커싱했던 시대와 달리 기술뿐만 아니라 각

이 주목 받은 것 같습니다. 환기구 헤파필

종 컨텐츠까지 제품에 융합되어 고객만족

터는 외부에서 부유하는 오염물질이 실내

을 실현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로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때

에 에코로셀은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과 함

문에 특히 다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대합

께 강한 소재 및 디자인 연구기업이 되기

실, 회의실, 업무시설 등에서 요청이 많았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은 아

습니다.

니지만 각 제품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Q.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Q. 올해 목표 및 향후 중 장기 목표는?

테크마켓에 등록된 환기구 헤파필터의 첫

올해 목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는 PC-AIR 연결호스 관련 프로젝트를 성

기존 필터시스템에서는 공조 엔지니어 외

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에는 설치 및 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

서 사용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만족하는

습니다. 기존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간편하

제품을 공급하기까지 최종 완료할 것입니

게 설치 및 교체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목

다. 중장기적 목표는 테크마켓에 등록되어

표로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있는 환기구 헤파필터가 저변화되는 것입

과 협업을 통해서 현재의 제품이 구현되었

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인천공

습니다. 디퓨저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초

항 여객터미널에도 접목되어 안전하고 맑

미세먼지를 제로화시킨 첫 제품이 양산되

은 공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깨끗한 인천

기까지 느꼈던 기대와 설렘이 기억에 남습

공항의 이미지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100,000
hours

7월 1일

8월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밤의 인천대교’

무중단 운영 10만시간 달성

하늘과 바다를 잇는 빛의 축제

10년 전의 오늘, 인천공항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1일, 공항 전력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최대 해상 교량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

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무중단 운영 10만

인 인천대교에 지난 달 말 야간경관 조명기기

2011년 7, 8월의 인천공항을

시간을 달성했다. 인천공항 개항 1년 전인

설치를 완료했고, 이를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상해보자

2000년 2월 1일 공항전력의 핵심 시설인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러 빛깔의 야간 조명이

154kV 주변전소에 한국전력 영종 변전소

인천 앞바다의 야경을 한층 돋보이게 해 밤에

로부터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오는 국내외 승객들은

이래 단 한 차례의 사고없이 무결점 전력

영국의 런던브릿지, 호주의 하버브릿지와 같

운영을 하고 있다.

은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7월 14일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린캡 통역데스크,

‘가이드 Day’ 행사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에서 대한

Gree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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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의
인천공항을 탐험해보자

외국인 대상 자국어 휴대품
통관 절차 시행

-

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2011 인천공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외국인 여행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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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가이드 Day’ 행사를 개최했다. ‘2011 인천

위한 ‘그린캡(Green-cap)’통역데스크가 설

37

-

공항 가이드 Day’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치됐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인천공항에서

-

외래관광객과의 최접점에서 홍보대사 역할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을 하는 가이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입국장에 외국인 여행자들이 모국어

위해 기획됐으며, 행사는 가이드 라운지 운

로 휴대품 통관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그

영, 우수 가이드 시상식, 행운권 추첨 등의

린캡 통역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11년

글. 최치헌(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자료관리운영사업소)

8월 3일

8월 29일

해외로 향한 인천공항 나눔정신 실천

인천공항, 스카이 뮤직페스티벌 개최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 문화공항으로 비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9개 학교

인천공항이 ‘스카이 뮤직페스티벌’로 세계적

교육관계자와 공사직원 등으로 구성된 해

인 문화공항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외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봉사단

올해로 8회를 맞은 ‘스카이 뮤직페스티벌’에

은 캄보디나 프놈펜 현지에서 빈곤계층 아

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인 조수미씨가 특

이들을 위해 NGO가 운영하는 학교를 방

별출연해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로 주옥

문해 구강청결과 손씻기, 비누만들기 등

같은 노래를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위생교육을 비롯해 창의력 체험교육과 한

한편 이 날 행사에는 2만여명의 인파가 몰

국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려 교통경찰 100여명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UAM 인프라의 핵심인

공항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한

도심지공항 개발 모델을 발표한

핀란드 마리에함공항

어반에어포트社

-

-

핀란드 올란드 제도에 위치한 마리에함공

영국의 모빌리티업체 어반에어포트(Ur-

인천공항은 ICAO CORSIA(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과

항(Mariehamn airport)은 탄소 순배출량

ban-Air Port)는 올해 안에 영국 코번트

플라잉카, 배송 드론 등 신기술 접목을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제로 달성을 목표로 약 500만 유로(한화

플라잉 택시와 배송 드론이 이착륙할 도심지 공항 개발 모델과

약 67억 원)를 투자하여 공항 리노베이션

탄소상쇄감축제도에 부합하는 공항 리노베이션 소식을 알아본다.

을 준비하고 있다. 마리에함공항은 올란드

기)과 배송 드론을 위한 세계 최초의 도심

제도의 유일한 민간 공항으로 1937년 개항

지공항 개발 계획을 밝혔다. 에어원(Air-

했으며, 1940년 첫 정기 노선이 취항하였

One)이라 불리는 이 시설은 배송 드론, 플

다. 1960년대 확장과 개보수 공사를 거쳐

라잉 택시 등 eVTOL의 이착륙 인프라를

핀란드 남서부의 주요 지역 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4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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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미래공항을 상상하다
탄소배출 제로(Zero) 공항에 내려
플라잉택시로 도심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리市에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 출처: FINAVIA

핀란드 올란드 제도
마리에함공항

and Landing,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

제공할 예정이다. 어반에어포트의 창립자
겸 CEO 인 Ricky Sandhu는 “자동차는 도
로가 필요하고, 기차는 철로가 필요하며,

노베이션을 진행한다. 긴급의료수송은 헬

항공기는 공항이 필요하듯, eVTOL은 도심

리콥터 수송으로 운영하고, 기타 의료 교

지공항이 필요하다”며, “백 년 전에 세계 첫

통편 및 우편물은 페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객기가 이륙한 이래, 전 세계가 연결된

이번 리노베이션은 7주간 활주로를 폐쇄

것과 같이, 어반에어포트는 공항과 도심 간

하고 활주로 재포장, 활주로 주변 조명시

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물류 생산성을 높

스템, 공항 전력실 및 전원공급장치를 개

일 것”이라고 밝혔다.

-

선한다. 리노베이션 계획에서는 올란드 제

에어원은 앞으로 코번트리에서 미래에 사

-

38

도 주변 항공교통 운영조건뿐만 아니라 미

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될 플라잉 택시

39

래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와 배송 드론을 선보이는 공개행사를 개최

-

핀란드의 공항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하는 공

할 예정이다.

항운영기업 Finavia 관계자는 “마리에함공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반에어포트

항은 2019년에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

의 인프라부문 파트너인 현대자동차그룹

으며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탄소 순배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

3개월 동안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 리

량 제로에 도전한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

영국 코번트리 시

사업부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Pa-

는 활주로 조명을 LED 방식으로 바꾸고 화

어반에어포트

mela Cohn에 따르면, “현대차의 eVTOL

학물질 및 탄소배출 저감에 큰 효과를 내는

항공기의 개발에 발맞춘 인프라개발은 필

바이오 디젤 연료 보급 등을 통해 탄소배출
을 최소화하는 공항으로 리노베이션을 진
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적”이라며, “에어원 프로젝트는 우수한
* 출처: 어반에어포트 홍보영상

미래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라고 했다.
어반에어포트에 따르면 에어원의 규모는

정리. 편집실 자료. <항공산업리뷰> 제36호 외 다수

기존의 헬기장 대비 60% 작으며, 혁신적
인 모듈형 구조로 제작되어 며칠 만에 설
치할 수 있다. 에어원은 에너지를 자체 생
산해서 사용하는 완전한 오프그리드(Offgrid) 방식이라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
어반에어포트는 향후 5년간 200개 이상
의 공항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미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건
설 의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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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로 보는 세계 공항

다시 날아오를 그 날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공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항공 운항 및 국제여객이 급감했지만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될 전망으로 보인다.
세계 공항의 비대면 기술이 적용된 사례와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해
획기적인 동선 디자인과 개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사례를 살펴본다.

-

-

글. 김지원(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국제공항보안(주) 보안팀)

# 해외공항 # 직접취재 # 다싱공항

# 무소음 오피스 객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세계 항공시장의 트

다싱공항은 지난 5월 ‘무소음 오피스 객실’

창이에어포트그룹(CAG)은 입국 시 필요한

브라질 정부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렌드 파악 및 위기대응 방안 모색 등 공항

4곳을 승객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조용한

정보와 신청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엠바크+세구로 100% 디지털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 인천공항 명예기자

환경의 개인 공간이 필요한 여행객을 위해

스마트앱 ‘세이프 트래플 컨시어지(STC)’

탑승 시스템(Project Embarque+Seguro

가 해외공항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다.

마련됐다.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통

를 제공한다. 탑승객은 스마트 앱을 통해

100% Digital Boarding System)’을 콩고

그 중 2019년 9월 개항한 다싱공항은 세계

풍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편의를 위해 테

창이공항 도착 시 PCR검사 예약을 할 수

냐스공항에서 시행했다. 이번에 시험된 안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고객 친환경 설

이블, 콘센트, USB 포트가 설치되어 있다.

있고, 본인의 입국조건 충족 여부 또한 확

면인식 탑승시스템은 이용하면 탑승권이

계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최첨단 기술 접

이러한 장점들이 공항의 서비스 회전율이

인할 수 있다. 스마트앱 STC는 이용자가 스

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 없이 항공기

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얼굴인식

나 고객 만족도를 한층 증가시킬 수 있을

스로 등록한 개인정보와 여정에 따라, 싱가

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탑승수속

을 적용할 예정으로 서비스 담당 로봇 화

것으로 보인다.

포르 입국 전에 갖추어야 할 리스트를 표시

으로 공항의 탑승 수속 절차가 더 효율적고

면에 얼굴을 인식하면 본인의 항공편에 대

한다. 앱을 통해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전

보안 측면에서 더욱 안전해 졌다. 아이데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현재 위치를 표시

자입국신고서 및 건강신고서도 작성할 수

미아가 개발한 MFACE 기술은 몇 초안에

할 수도 있다.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최

얼굴의 생체정보를 포착해 탑승 수속 대기

다싱공항은 승객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

행렬 및 지체 상황을 제어해 탑승 수속에

공항의 어느 곳에 있든지 8분 안에 보안검

는 5월부터 항공기로 싱가포르에 입국할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개인생

색대까지로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출발 전 PCR검사 결

체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취급해 일반데

를 통해 승객의 수고를 덜고 시간을 단축

과 제출 방식을 기존 건강증명서 사본 제

이터보호규정에 맞게 데이터를 관리한다.

시킬 수 있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다

출 외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개발

싱공항에서 탑승수속에 특화된 획기적인

한 디지털 건강증명서 앱 ‘IATA 트래블패

설계다.

스’로도 제출할 수 있게 허가하는 등 출입
국 절차 전자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

-

# 콩고냐스공항 # 브라질상파울로
# 안면인식 # 탑승시스템

41

40

# 창이공항 # 싱가포르
# 입국자를_위한_스마트앱

동분서주 땀 흘리는
공항가족들의 이야기
-

사람과 하늘

귀를 기울이다

스마트 공항 서비스로
매력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공항가족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을 돌아보고
상주직원 아닌 고객으로 경험한
인천공항의 매력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셀프체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

(SCI)

셀프백드랍

포터블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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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JOB

인천공항의 히든피겨스(Hidden Figures) 시스템운영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만드는 그들의 업무를 파헤친다

스마트 공항의 선두주자 시스템운영팀은 총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직원, 항공사, 조업사, 승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을 소개한다.
승객이 본인 스스로 탑승 수속하

이동식 체크인 카운터.

승객 본인이 스스로 위탁 수하물

는 시스템.

기존 체크인카운터와 달리, 체크

을 발송하는 시스템.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 장비를 이

인 대기가 길어지는 곳으로 이동

탑승 수속을 완료한 승객에 한하

용하여 탑승 수속, 좌석 지정, 탑승

하며 승객의 탑승 수속, 탑승권 출

여 이용가능하다. 체크인카운터

권 출력, 수하물 태그 출력서비스

력이 가능하다.

에 비해 시간이 절약되는 이점이

를 제공한다. 체크인카운터에 비해

있다.

시간이 절약된다.

-

-

45

44

-

-

글. 채혜진(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재개발원 사업소) 사진. 이성원

Tip
업무관련 전공, 자격요건
전산, 전자 관련 전공에 대해 우대하며,

공용체크인

여객흐름시스템

수하물확인

(AirCUS)

(PFMS)

(AirBRS)

항공사 직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탑승 수속을 완료한 승객이 출국

위탁 수하물에 대한 처리 과정을

여객의 탑승 수속(탑승권 출력, 좌

장 진입, 검색대 통과 및 출국 심사

시각화 해주는 시스템.

석배정, 수하물 위탁)을 처리하며,

완료 시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기

체크인카운터에서 발송된 위탁수

승객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반

록하는 공항 내부 시스템.

하물이 정확한 위치와 승객이 탑

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경비보안 직원이 사용자로 승객의

승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신속하게

유효성을 체크 및 출국 승객에 대한

적재하여 분실되는 수하물이 없도

기록 및 통계 조회 등을 지원한다.

록 확인해 준다.

IT계열(국가기술) 자격 및 서비스
마인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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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Team & Family

스마트공항의 선두주자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은
인천공항의 스마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가족들에게 한마디!

스마트한 인천공항의 여객서비스를 위해

저희 시스템운영팀은 승객 및 항공사 직원들이 신속

시스템운영팀이 하는 일을 알아본다.

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본
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인천공항의 모든 구
성원이 다 함께 노력하여 생동감 넘치는 인천공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공항 파이팅!!!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 이승춘 팀장

-

-

46

47

-

-

글. 전병조 (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시스템운영팀) 사진. 이성원

여객흐름시스템

공용체크인시스템

다섯번째는 포터블체크인시스템(이동형

여섯번째는 수하물확인시스템(AirBRS : Air-

이용 승객이 탑승권 발급 후 위탁수하물을

체크인카운터)입니다. 기존 체크인카운터

port Baggage Reception System)입니다.

처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이며, 스마

는 서비스 제공이 장소 제한적이었으나,

승객 위탁수하물을 비행기에 정확하고 신

트서비스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셀프

항공사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포터블체크

속하게 적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

백드랍시스템을 이용하면 체크인카운터

인시스템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

로 지상조업사 직원이 사용합니다. 체크인

이용 시보다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출국

면서 승객의 탑승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

카운터에서 발송된 위탁수하물이 정확한

심사장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체크인카운터보다 선제적 서비스

위치와 승객이 탑승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승객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를 제공할 수 있기에 탑승수속 시간을 단축

신속하게 적재하여 분실되는 수하물이 없

위해 서포터즈 인원이 항상 대기하여 서비

할 수 있습니다. 포터블체크인시스템은 이

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재 인천공항

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승객을 위해 신

동형 기기로, 서비스 사용 후 충전장소로

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

이동하여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시스템운

다. 시스템운영팀에서는 최상의 서비스 품

영팀에서는 실시간 원격시스템을 이용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존에 상

여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

주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스마트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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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체크인

네번째는 셀프백드랍입니다.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6가지 시스템
-

-

세번째는 여객흐름시스템(PFMS:Passen-

-

은 승객들이 공항에 도착하여 키오스크를

ger Flow Management System)입니다.

며, 승객들이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권을 발

이용하여 탑승권을 셀프 발급을 할 수 있는

승객이 공항 도착 후 비행기에 탑승하기까

급하고, 짐을 부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항

시스템이며, 체크인카운터를 이용하지 않

지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PFMS

공사 체크인카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항

고 셀프체크인을 이용하면 체크인 시간을

는 정상 승객인지 판별이 가능하고, 유효성

공사 직원들이 승객 대상으로 예약정보를

단축할 수 있고, 좌석 지정도 가능하여 승

검증과 전체적인 승객 흐름을 파악할 수 있

확인하여 탑승권을 발급하고 위탁수하물

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PFMS는 여

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용체크인시

습니다. 셀프체크인을 이용하여 체크인 후

권과 탑승권을 대조하여 승객을 판별해주

스템입니다. AirCUS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

탑승권을 발급받고 위탁수하물은 스마트

고 승객의 출국장 통과기록 등 유사시 필요

항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며, 현재 인

서비스존에 있는 셀프백드랍서비스를 이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국장, 환

천공항을 사용하는 항공사는 공용체크인

용하면 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

승장, 스마트서비스존 등 공항의 다양한 장

을 이용하여 승객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

다. 위탁수하물이 없는 승객은 셀프체크인

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보안분야 직원

니다. 공용체크인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

을 이용할 경우 공항 도착 후 20분 이내에

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는 워크스테이션, 탑승권프린터, 백태그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여객터

프린터, 여권리더기 등 다양한 장비를 운

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총 200여 대

용 중입니다.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

운영 중이며, 터미널별로 셀프체크인 이용

팀에서는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가능한 항공사가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

사용법, 간단한 장애처리 등 정기적인 교육

인 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시스템운영팀

을 실시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은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

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콜센터

록 신속한 응대와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

를 운영하여 즉각적인 대처와 서비스를 제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셀프체크인입니다. 셀프체크인

다. AirCUS의 이용대상자는 항공사 직원이

49

48

첫 번째는 공용체크인시스템(AirCUS)입니

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스
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터블체크인시스템

수하물확인시스템

Q. 자기소개 및 담당업무 간략 소개

Q.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운영팀 이승춘 팀장

공용여객서비스 사업소의 시스템운영팀장

생각에 40대에 시작한 운동이 제겐 활력

이승춘입니다. 인천공항 공용여객처리시

소가 되어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운영팀은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과 항공사 등의 사용자가

스템은 주로 AirCUS(발권시스템), 셀프체

습니다. 요즘 워라밸이 일상화 되어있지만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장비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크인(SCI), 셀프백드랍(SBD), AirBRS(수

아직도 저희 팀원이나 같이 근무하는 분들

인천공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시스템운영팀의 이승춘 팀장으로부터

하물확인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용여객

은 업무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

공항가족 및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처리시스템의 현장 장비를 운영/관리하는

니다. 좀 더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제1여객터미널, 제2여

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취미생활을 즐기

객터미널 및 탑승동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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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현직자가 들려주는 노하우

인천공항의 현장 장비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공용여객서비스

를 주로 항공사, 조업사 및 승객분들이 사

Q. 공항가족 분들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Q. 직무의 매력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

무엇입니까?

원래 IT 시스템 관리는 지루한 고정업무가

를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백신접종률이 높

2003년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공항에 입

대부분입니다. 저희 팀은 항공사 및 승객

아져 예전의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살아 숨

사하여 공항내의 여러 네트워크망을 관리

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공용시스템 사용에

쉬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공항이 빨리 되었

하는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보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항에 근무하는 모

항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각각

니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

든 분들께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 서비스에 관련된 망에서 어떤 업무들을

어 여름 휴가철, 명절, 크리스마스 등 성수

인천공항 화이팅!!!

-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특히 공용여

기에는 승객들이 많아 저희 장비사용량이

50

객서비스 시스템이 항공사 및 승객과 가장

늘어 수시로 장비점검을 해야 하므로 업무

-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항상 공항의 새로

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비수기에는 성수기

운 변화에 먼저 대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기존 장비들

업무라고 생각되어 현재 업무를 지원하여

을 재점검하는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합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런 공항의 다양한 변화를 같이 느끼

-

Q. 직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51
-

면서 일하는 것이 제 업무의 매력포인트라
고 생각합니다.
글. 장원석(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업본부) 사진. 이성원

-

Q. 직무에 필요한 자격이나 자질은

특히 공용여객서비스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항공사 및 승객과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는 항공사나 승객을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IT 전문자격증

항상 공항의 새로운 변화에

은 기본 조건이고 서비스 마인드가 더욱

먼저 대응해야 하는

중요합니다. 시스템 중단이 승객의 불편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으로, 세계적 인천공항의 부정적 이미지

-

로 연결되기 때문에 팀원들 스스로 중요
한 위치에서 업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
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IT 자격증과 서비스 마인드를 가
진 분들이 필요하고 공항의 중요한 업무를
해보고 싶다면 도전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아카데미에서 열린 AirCUS 사용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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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프로그램
–
취업 멘토링

[직무분야]
조종, 관제, 보안, 항공안전, 드론,
공항운영, 항공정비, 운항관리, 지상직,
객실승무, 지상조업, 해외취업

[멘토링 내용]
항공산업 분야 진로 및 직무소개,
채용정보, 이력서·자기소개서 피드백,
면접 Tip 등 취업 노하우 공유

항공산업 분야 취업은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 오프라인 멘토링 : “네이버예약”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총 4개

검색 후 신청

기관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공
동운영을 하고 있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는 크
게 3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거버넌스 구
축과 항공일자리 정책을 기획하는 일자
리기획 분야,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으
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업
컨설팅 분야, 그리고 공항일자리 채용정
보를 제공하고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예비 공항가족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센터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공항일자리 분야이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2018년 개

글. 편집실 자료.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소 후 매년 하반기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Tip

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항공산업 분야의 취업기회 확대와

19로 인해 온라인 항공산업 일자리 정보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이다.

박람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온라인 멘토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링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 중이며 네이버

국내·외 항공 및 공항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예약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오프라인

공신력있는 일자리 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멘토링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

통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일까지 매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
중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다.

운영시간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문의 대표번호 1577-9731

-

-

개소했다. 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 인

가입 후 신청

53

52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

- 온라인 멘토링 : “네이버카페”
-

-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2018년 9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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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공항 TMI

도심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공항을 향한 언제나 너른 길을 열어두다
배가 드나드는 영종도에 다리가 생기고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종도의 자연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대교를 건너야 한다.
바닷길 따라 인천대교를 건너 동그란 돔을 물고 있는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인천대교 기념관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나보자.

-

-

55

54

-

-

1

Part .
영종도 랜드마크 인천대교

글. 이혜선(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T2 환경미화) 사진. 인천대교 기념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21.4km 길이의 국내 최장 교량으로
국제도시 인천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인천대교는 제2, 제3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 남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통행 시간을 40분
이상 단축했다. 색색의 조명이 설치된 인
천대교는 환상적인 야경으로 늦은 밤, 인
천공항을 통해 시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을 맞이한다. 인천대교는 백색 조명 중심이

Tip
인천대교 기념관 가는 길

었던 케이블에 176개의 다양한 컬러 체인

위치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1017

저를 설치해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빛나고

대중교통 운서역에서

접속교 부분에도 조명 600개를 추가로 설
치해 밤을 수놓는다.
인천대교 기념관은 인천대교를 건너자마
자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데, 기념관에 들
어가면 인천대교의 웅장한 자태를 바로 눈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3번

206번
204번 승차

그린나래지하도 정거장 하차.
숲길 따라 도보 35분(2.4km)
운영시간 하절기 10:00~18:00
(휴관 : 월요일)
*동절기 단축운영(17시까지)
문의 032-745-8123

3.

구읍뱃터

Part

인천대교 기념관 관람 후 맛집을 찾는다

기념관 옆 자연 놀이터와

면 근처 구읍뱃터로 떠나면 된다. 회센터
에서 만나는 각종 횟감과 조개구이,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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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

류, 해물 칼국숫집이 눈길을 끈다. 이어
영종 앞바다를 바라보며 감성 가득한 카

기념관을 나와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

따라 달린다. 레일바이크에서 인천대교 기

페에서 차 한 잔으로 여행의 마무리를 할

변 숲길 한 바퀴를 다 돌게 된다. 근처 둘레

념관까지 7.8km 꽃길이 해안가 풍광과 어

길은 긴 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동

우러져 이색적인 분위기가 기분을 들뜨게

반한 가족들은 중간중간 위치한 특색 있는

한다. 공원 내 조성된 레일바이크 구간은

놀이터가 있어 날씨만 좋으면 온종일 놀기

연면적 1만3374㎡로 영종 역사박물관을

에도 제격이다. 기념관 밖으로 나오면 놀

출발해 되돌아오는 구간으로 왕복 총길이

라울 정도로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해안

가 5.6km다.

을 따라 직선을 달리는 도로와 인접한 공

레일바이크는 예쁜 벽화와 넓은 바다가 펼

원의 자전거도로와 걷는 길은 지루하지 않

쳐져 있고 옆으로는 해당화와 코스모스길

게 즐길 수 있다.

의 잘 꾸며진 산책로를 볼 수 있다. 갈 때

인천대교 기념관과 인접해있는 177만㎡

는 살짝 오르막길이지만 반환점을 기준으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는 레일바이크와 캠

로 다시 돌아오는 구간은 내리막길이라 수

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족욕장 등을 갖춘

월하다. 씨사이드파크 레일바이크는 경관

복합레저공간이다. 레일바이크는 탁 트인

체험존, 생태환경존, 여가유희존 등이 조성

서해와 인천대교, 기념관을 지나 해안가를

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전 구간

수 있다.

에서 해안가를 바라볼 수 있다. 달리는 동

-

-

Part

2.

씨사이드 파크 캠핑장도 가볼 만한 나들이

지루함 없이 흥밋거리 가득한 기념관

장소다. 카라반 22대와 일반야영장 60개
로 구성된 캠핑장은 가족 및 단체가 여유

인천대교 교량을 본떠 만든 느낌인 기념

인천대교 기념관은 조형 형태라서 더욱 이

롭게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관 입구는 웅장해 기대감과 설렘을 갖기에

색적인 건물로 꼽힌다. 특이한 조형물의 기

있다. 캠핑장 내부에는 자전거 대여, 어린

충분하다. 기념관을 들어서면 별자리를 새

념관답게 실내 계단마다 인천대교를 건설

이 놀이터, 축구장, 농구장 등이 있다. 화장

긴 원형의 조형물들이 놓여있어 보는 사람

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교량을 형상화해 볼

실, 취사장, 나무 의자·테이블 등도 부족함

들에게 신비감을 자아내도록 한다. 독특한

거리를 준다. 거대한 그림을 작은 모형으로

이 없다. 석양이 넘어간 후 어두워지면 인

외관으로 어느덧 영종도 명소가 된 인천대

도 만날 수 있는 재미도 곁들여진다.

천대교 야경을 볼 수 있는데, 주탑부터 조

교 기념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기념관엔 특이하게 동물에 관한 전시가 많

명이 들어오기 시작해 오색이 변하는 모습

3,817㎡ 규모로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

았는데 도담도담 동물누리라는 정겨운 이

은 어느 경관 부럽지 않은 아름다움을 자랑

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있다.

름으로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진 세상을 연

한다. 캠핑장 입실은 오후 3시부터이고 퇴

돔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카페이며, 기념

상케 한다.

실은 오전 11시이다. 캠핑장 근처에는 씨사

관 정문은 돔을 반 바퀴 돌면 넓은 주차장

스마트 시대에 동물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이드파크 염전 체험장이 있어 가족 단위의

과 마주한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1층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다. 3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씨사이드 파크 갯벌

과 2층에는 인천대교 소개와 다목적 영상

층과 4층에는 체험코너가 있으며 망원경

조류관찰대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관이 있다. 조금은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으로 멀리 송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덤

지정된 저어새를 관찰할 수도 있으니 꼭

건축 이야기를 다양하고 흥미롭게 소개하

도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인천대교의

방문하길 추천한다.

고 있다. 어른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웅장한 모습과 송도국제도시의 스카이라

영상과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이 인천대교

인 등 멋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전체를 떠올리게 한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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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한다.

-

-

안 나타나는 큰 조형물들이 있어 신비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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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공항맛집 요기요

여행의 즐거움을 두 배로 주는
제2여객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여행의 설렘은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할 때,
그리고 여행을 추억할 때 이렇게 3번으로 나눌 수 있다.
비행기 탑승권 발권할 때 만큼의 설렘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인천공항에 있다.
여행의 시작을 즐거움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주는
마티나 라운지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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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김완준(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국제공항보안(주) 경비팀) 사진. 이성원

반가워!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2곳 제2여객터미널에 1곳이며

라운지는 처음이지?

‘마티나’

여행자들의 편안한이용을 최대한 배려한 미니뷔페와

인천공항 수많은 라운지 존재하지만 그중

‘마티나’는 방문하는 탑승객들이 가장 편안

테마별 휴식공간을 갖춘 인천공항의 대표 라운지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마티나 라운지를

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

-

뽑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이미 면세쇼핑

다. 가족 단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을 하였거나 쇼핑에 관심 없는 분들은 주

제공해온 워커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

저하지 말고 당장 마티나 라운지로 입장하

항 라운지 최초로 키즈존을 설치한 점이 눈

길 바란다. 참고로 마티나 라운지는 인천공

에 띄며 라운지 내의 분리된 공간에 마련

항 제1여객터미널에 2곳 제2여객터미널에

된 키즈존에는 아동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1곳이며 여행자들의 편안한 이용을 최대한

긴 시간 공항에 머물러야 하는 라운지 고객

배려한 미니뷔페와 테마별 휴식공간을 갖

을 위한 라이브러리존도 마련했다. 그랜드

춘 인천공항의 대표 라운지다.

워커힐 서울 호텔 2층에 자리한 북카페 ‘워
커힐 라이브러리’와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라이브러리존은 식사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길 원하는 고객들을 배려해 분리된 공
간으로, 탑승 대기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줄
다양한 도서와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하만카돈 헤드셋으로 휴식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총 201석으
로 구성된 마티나 라운지의 이용 가격은 성
인 39달러, 어린이 16달러이며, 라운지는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

마티나 라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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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사로잡는
마티나 라운지 메뉴
새로 바뀐 마티나 라운지는 음식도 더 다
양하며 호텔 셰프가 조리하는 다채롭고 맛
있는 세미뷔페로 마티나의 자랑이다. 메뉴
의 컨셉은 동서양 메뉴가 어우러진 호텔
스타일로 메뉴 구성은 총 45종으로 주요
메뉴는 찹스테이크, 얼큰 어묵 떡볶이, 파
인애플 볶음밥, 크림 탕수육과 언제 먹어
도 맛있는 버팔로 스틱, 초계국수, 순대, 튀
김, 컵라면 등 다양한 음식들이 마음을 사
로잡고 있다.
주류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그리고 시
원한 생맥주와 각종 음료로 구성되어 있
고, 디저트로 귀여운 쁘띠 디저트와 과일,
초코 페스츄리빵으로 배불리 든든하게 먹
고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
어 있다. 여행 가서 한동안 먹지 못할 얼큰
어묵 떡볶이는 꼭 즐겨보길 추천한다. 얼
큰 어묵 떡볶이는 마티나에서 처음 개발한
인기 메뉴여서 요즘 다른 라운지에도 있을

-

-

로 쁘띠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는데 대표

61

60

또한 라운지에서는 계절마다 과일을 테마

-

-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Mini Interview

적으로 워커힐의 호텔의 딸기 프로모션

안녕하세요, T2 마티나 담당 최순보 조

인 Very Berry Strawberry와 청포도 프로

리장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COVID

모션 Have a Grape Day를 마티나에서 미

-19 Impact로 저희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전 세계가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니멀하게 진행했다. 현재는 파인애플 프로

보내고 있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

모션 I’m Pine Apple을 진행하고 있다. 여

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행 가기 전 마티나 라운지에서 편하고 여

걱정이 없겠네!’ 저는 이 말을 ‘백 가지 걱

유롭게 즐거운 여행 시작해 보길 추천한다.

정 중에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단 몇
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 제철 식자재, 계절 프로모션 등으로 인하여
메뉴는 수시 변경될 수 있다.)

조리장으로써 나는 무얼 할 수 있을까? 수
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했고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힘든 시기에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반찬 없고, 입맛 없어도 부지런히 먹거라”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 나의 어머니 심정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밥심’이
라는 그 말씀에 어려웠던 시절, 든든하게 챙겨 먹이고 싶은 애끓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 삶의 의지가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공
항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오가며 몇 번은 마주쳤을 모든 분들(동지들)에게 마
티나에서 더욱더 철저한 위생관리와 정성을 담은 맛있는 음식, 셰프로서의
철학을 담은 요리로 코로나 시기를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응원
하는 마음을 담아 ‘밥심’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마티나 라운지 최순보 조리장

제2여객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홈페이지 walkerhill.com/transithotel/kr
시간 07:00~16:00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동일)
위치 제2여객터미널 4층
면세지역 249번 게이트 맞은편
문의 032-743-5050

스위스 Swiss
곧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맞아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질 스위스를 소개한다.
유럽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스위스는
국토가 우리나라의 절반보다도 못 미치는 작은 면적이지만
대부분이 웅장한 알프스산맥에 둘러싸여 있다.
내륙국으로 바다는 없지만
오랜 세월의 만년설과 빙하가 만들어낸
푸른 빛 호수를 비롯해 여러 지형들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자연

시계

높은 산을 따라 발달한 방목지와 깊은 계곡,

스위스는 빼어난 자연경관 이외에도 시계

아름다운 빙하 호수까지. 스위스는 하얗고

산업으로 유명하다. 이는 종교개혁을 이끈

푸른 청량한 색감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칼뱅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프랑스 출신인

사로잡는다. 스위스의 빙하지형은 빙하의

칼뱅은 종교 탄압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스

침식, 운반, 퇴적 작용에 의해 오랜 시간에

위스 제네바로 이동했다. 스위스로 이동한

걸쳐 만들어졌다. 빙하지형에는 U자곡, 피

칼뱅은 금욕주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

오르, 호른 등이 있는데, 두껍게 쌓인 만년

었으나 규칙적인 생활 및 예배 시간 준수

설이 빙하 형태로 변해 계곡으로 내려오는

를 위해 시계는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제

과정에서 생긴 지형이다. 마테호른으로 우

네바의 귀금속 세공사들은 제네바로 이주

리에게 잘 알려진 ‘호른’ 지형은 산봉우리가

한 프랑스인 중 시계 제조 기술자들과 합

둥글지 않고 피라미드처럼 뾰족한 모양인

작하여 시계의 작은 부속품들을 만들기 시

것을 의미한다. 빙하에 의해 깎여 만들어지

작한 것이 스위스 시계 산업의 근간이 되

는 봉우리인 만큼 단기간에 생성된 것이 아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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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안방에서 세계일주

유럽의 푸른 보석

니므로 진귀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다양성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총 26개의 칸톤(=주)

통화 CHF 스위스프랑
인구 871만 5,494명(2021년)

톤별 축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모아
보면 연중 내내 축제가 열린다고 볼 수 있
다. 국가 내에 통용되는 언어는 독일어, 프
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총 4개로 독
일어 사용이 제일 많다. 언어가 하나인 우
리에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
소 낯설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2개 국

글. 신세영(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UPS Korea) 사연제공. 강유현(Fedex 통관업무부)

Swiss

어 이상 및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

-

개인 만큼 각 특징과 다양성이 보장되며 칸

-

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 칸톤이 여러

63

수도 베른

-

이 넓으며, 취리히는 인구가 가장 많아 대

62

Info

-

로 이루어져 있다. 그라우뷘덴이 가장 면적

-

Fedex 통관업무부 강유현 대리

특별한 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관을 부모님의 두 눈에 담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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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좋아하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유라산맥을 품은 스위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지금, 공항가족에게 펜데믹 상황이 종식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물어보았다. 함께가고 싶은 사람과 사진합성으로 안방에서 세계일주를 떠나보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경관 곳곳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들도 먹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화로운

지역에 빠르고 안전한 배송서비스를 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치 만화 속에

공하고 있는 국제 특송 운송사Fedex의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려놓은 듯한 산맥과

통관업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유현

풍경, 하얀 설원, 푸른 호수들. 스위스가 자

입니다.

랑하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관을 부모님
의 두 눈에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여행을

Q.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족들과 해

Q. 해보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나요?

외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스위스를 함

액티비티 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위스 인터

-

께 꼭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

라켄에서 부모님과 패러글라이딩을 함께

-

64

주 주말마다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국내의

해보고 싶습니다. 하늘 위에서 스위스의

65

-

산을 정복하실 정도로 등산을 아주 좋아하

풍경을 눈에 직접 담고 싶어요. 트래킹이

-

시는데요. 푸른 나무와 하얀 눈이 덮여 있

나 하이킹을 하면서 내딛는 발 옆에 있는

는 스위스의 산을 보신다면 정말 좋아하실

작은 들꽃을 보고 흙냄새를 맡는 소소한 재

것 같습니다.

미가 있는 반면에, 패러글라이딩은 발아래
에 내려다보이는 장엄한 풍경을 볼 수 있어

Q. 앞으로 한 달 뒤 스위스로 가는

서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평소 좋아

항공권이 생겼다면, 어떤 여행을 하고

하시는 등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싶으신가요?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스위스에 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로망이

싶은 이보다 더 완벽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

라고 할 수 있는 융프라우를 시작으로 유

울 것 같습니다.

라산맥(Jura)을 하이킹하고 싶습니다. 무
엇보다 하고 싶은 건 지금껏 마스크가 가

Q. 이야기만 나누는데도 굉장히

로막았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운 힐링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저의 여

구름 위를 나는 신선이 된 기분으로 하늘

행 스타일은 볼거리가 가득 찬 관광보다는

위에서 보는 융프라우산, 에메랄드빛의 튠

자연 속에 쉬는 휴양에 더 가까워서 그동

호수, 푸르다는 말과 너무 잘 맞는 산맥들

안 동남아시아 지역 외에는 다른 나라를 가

과 발밑으로는 마치 미니어처로 보이는 아

본 적이 없었어요. 스위스는 동남아시아와

기자기하고 예쁜 마을들. 상상만으로도 시

는 또 다른 분위기로 여유로운 느낌이 있

원한 바람이 부는 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지

는 것 같습니다. 쾌청한 자연과 뻥 뚫린 시

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씻은

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일정

듯이 사라져서 이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되

이 빽빽한 계획보다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

면 좋겠어요!

세관 검사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입국하는 연예인분들을 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날은 해외에서 촬영 후 돌아온 런닝맨 팀을 봤어요. TV에서나 보던 연예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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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즉문즉설

왕코형님과 런닝맨

가까이 마주하니 반가웠지만 머뭇대던 중 왕코형님께서 웃으며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갑게 인사드리고 다같이 사진도 찍었답니다~ 업무에 찌든 저희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상 속의 따뜻함
추석 때 야간근무를 할 때였어요. 중동계 여행객분들께서 오셨고 조금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은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친절하게 알려드렸더니, 업무가 끝나고 감사하다며 꿀떡을 주고 가셨어요.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고 일하는 저를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 어머니 또래의 여행객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이 새벽에 고생한다며 인사하고 가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의 모습이 마치
따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셨던 게 아닐까 하며, 덕분에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

언어의 온도 맞추기
업무 중 언어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세관 검사를 마친 다른 중국 분께서 한국어로 ‘통역
67

66

주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먼저 다가와 준 중국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

-

도와드릴까요?’라며 도와주셔서, 덕분에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선뜻 도움을

-

-

미안함과 고마움
즉문즉설

저희 업무는 여행객이 가져온 물건에 대한 제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와

공항 가족에게 묻고 공항 가족이 답하다

다름없이 제지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언쟁이 오가고 좋지 않은 얼굴을 맞이할

설문 기간

6/1~6/7

설문 인원

인천세관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진심으로 미안함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미리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실(10명)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본인 실수이니 번거롭게 해 죄송하다며 어찌해야 할지를 물어보시는
그분들의 태도가 너무 신기했고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서로 웃으며 떠날 수 있었는데요.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고도 사소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이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표현의 힘(!)을 느꼈답니다.^^

글. 김승현(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세관 여행자1국)

공항에서 세관검사자로 일하며
지친 업무에 힘이 된 여행객 분들과의
즐겁고 따뜻한 경험이 있다면?

여행객 분들과의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쾌적하고 예쁜 내부 시설

해외여행을 하면서는, 정말 느린 속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순간, 일할 때는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행 기간에

당연하게 보아왔던 공항 내 풍경들이 다르게

반강제로 느긋하고 천천히 다니다가, 한국으로

느껴졌다. 특히 계절마다 다르게 바뀌는 공항

입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의 모든 처리가

내부 조경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의

어찌나 빠르고 속 시원하게 느껴지던지.

포토존마냥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 걸

법무부 입국 심사부터, 내가 일하던 곳인

보고, 이런 광경이 흔한 것이 아니라 이

세관신고대까지 모든 절차가 간소하고

인천공항이기에 가능한 일이구나, 하고

재빨라서 역시 한국이구나 싶었다. 내가 하는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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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를 자랑하는 곳

일이지만 새삼 나도 참 재빠르게 일처리를
해왔구나 하며 잠깐의 뿌듯함(?)도 느끼며
한국의 빠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잘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 아닐까 싶다.

드넓은 하늘공원에서의 여유
공항은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 근처에서도
짧게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처에 드넓게 꾸며진

교통약자들을 위한 전동차 서비스

하늘정원이다. 공항에서 운영되는 셔틀버스를
공항에 도착한다면 들렀다 올 수 있다. 또한,

받으러 오셨었다. 다시 외국에 돌아가려고

영종도 바다 전경이 보이는 모노레일 체험도

인천공항에 온 날, 주차장에서부터 편하게

가능하다.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차가 부모님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 예약을 해두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전동차로 픽업해준다고 한다.

공항에서 일을 하던 직원에서,
해외에 갔다 돌아오는 여행객으로서
인천공항은 어떤 느낌을 주는 곳인가요?

고객의 피곤함도 관리해 주는 곳

외국 공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공항 자체적

공항 내 캡슐호텔 그리고 스파시설은 직원으로

서비스가 아니라 항공사 측에서 비행기 좌석

있을 땐 이용할 생각도 못해봤는데, 새벽 비행

등급에 따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일정으로 떠나는 여행이 잡혔을 때 퇴근 후

그런 점을 보면 인천공항은 고객입장에서 잘

비행까지 완전 편하게 쉬고 쪽잠까지 잘 수

만들어진 것 같다.

있었다.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의 인천공항의 느낌를 적어보세요.

-

-

좀 편찮으셔서 잠시 한국에서 치료를

69

68

타고도 갈 수 있어서, 체크인까지 꽤 여유 있게

-

-

외국에 거주하시던 친구 부모님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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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Listen to Airport News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라운.지 커뮤니티센터’1호점 오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 4일 이스라엘항

2040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

대형 여객기의 고부가가치 화물기 개조 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바리스타로 새 출발한 신중년이 운영하는

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이며, 항공부품제조를 담당하는 경남 사천

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및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카페가 위치하며, 지하에 위치한 커뮤니티

있다. 6월 2일 2호점인 대전시 동구 매장의

IAI),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주)샤프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의 상생발전에도

IAI社의 대형 개조화물기 첫 해외 생산기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라운.지(Round.G) 커

공간에서는 신중년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

개소식에 이어 3호점 및 4호점의 운영기관

테크닉스케이(Sharp Technics K, STK)와

기여할 전망이다.

를 인천공항에 유치함으로써 항공부품제

뮤니티센터’1호 매장(인천시 서구 석남동)

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내가 선

공모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

공사는 이번 화물기 개조사업 생산기지 유

조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 동반성장하

의 개소식을 5월 12일 개최했다. 이날 개

생님’, 세대간 식탁문화를 공유하는 ‘시그

해 연간 100개 이상의 신중년 일자리가 창

각서(MOA)’를 체결했다. 중국, 인도 등 해

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통합 원스톱 정

고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소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

니처 식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까

외 유력 후보지와의 경합 끝에 세계적 화

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

행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

예정이다.

지 라운.지 커뮤니티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물기 개조 전문기업 이스라엘 IAI의 B777-

갖춘 항공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

천공항의 세계적인 항공운송 인프라를 바

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공사의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조성하여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300ER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는 첫

항공MRO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

탕으로 세계적인 항공MRO 기업을 인천공

협동조합 문화비상구 김민주 대표를 포함

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50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된 것이다. 2024년

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항에 유치하고 국내 항공MRO 산업과 동

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현 인천시 서

대 전후 신중년 세대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조성될 예정인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반성장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산

구청장 등 주요 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

객기→화물기)시설을 통한 화물기 개조 및

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하였다.

헌활동으로, 공사는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대형 화물기 중정비 사업의 총 수출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보잉社

고 말했다.

라운.지 인천점 매장의 1층에는 은퇴 이후

운영 기관을 선정해 커뮤니티센터 공간 리

-

-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사업 유치
이스라엘 국영 글로벌 화물기 제조기업 IAI社의 첫 해외 생산기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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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편집실 사진.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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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식음매장
‘비대면 스마트주문 서비스’ 오픈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공항체험 & 해외여행”
가상 해외여행 체험 게임 앱 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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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0일부터 인천공항 내 영업 중인 식음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을 위해 지난해 12월 네이버(주) 및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17일 인천공항의

안내하기 위해 이번 게임 앱을 출시했다.

지 진행된다.

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주문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주문과 간편 결제 등

식음료 사업자*, 인천공항 POS 운영사인 파

스마트체크인 절차 및 해외여행 가상체험

‘인천공항 방구석 해외여행’ 앱에서는 셀프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스마트주문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도

이서브(Fiserv) 코리아 등 총 9개사 간 ‘인천

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즐길 수

체크인, 셀프백드랍 등 인천공항의 다양한

한 모바일 게임 앱을 향후 웹체크인, 식음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 누구나

입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시대 매장 혼잡도

공항 식음매장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도

있는 ‘인천공항 방구석 해외여행’ 게임을

스마트체크인 서비스를 가상공간에서 체

료시설 등의 실제 공항 서비스와 연계하

이용할 수 있으며 <픽업주문>과 <테이블 주

완화 등 여객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여객편

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출시했다. 공사의 ‘인천공항 방구석 해외

험해봄으로써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는 한편, 여객이 가상공간 속에서 체크인

문> 2가지 방식을 통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

의 증진 및 식음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도

이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여행’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

스마트체크인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게임

카운터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등의 메

하다. <픽업주문>을 이용하면 공항 도착 전

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경우 비

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식음매장

플 앱스토어에서 ‘인천공항 방구석 해외여

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

타버스 게임으로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미리 네이버 스마트주문을 통해 주문 및 결

대면 주문 및 간편 결제로 주문 대기시간이

에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

행’으로 검색 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게임 속에서 스마트체크인 체험 미션을 성

다”고 말했다.

제를 완료하고 공항 식음매장 도착 후 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식음사업자 역

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여객 분들께 더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스마트체크인

공적으로 완수하면 해외여행 콘텐츠로 이

완료 알림에 맞춰 해당 메뉴를 픽업할 수 있

시 이번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지속적

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

등 비대면 공항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

동해 가상 해외여행 체험을 즐길 수 있고,

다. <테이블 주문>의 경우 공항 식음매장에

인 공사 – 식음사업자 공동 상생 프로모션을

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미션 완료 후 지급되는 포인트를 이용해 공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카운터 방문 없이 테

통해 매출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항공수요 회복시기에 대응해 여객 분들께

사가 진행하는 여행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

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다.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스마트 서비스 도입

인천공항의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다. 여행 경품 이벤트는 7월 말까

* 롯데GRS㈜, 아모제푸드㈜, ㈜아워홈, ㈜파
리크라상, ㈜풀무원푸드앤컬처, CJ푸드빌㈜

삶을 채워주는
일상과 문화 이야기
-

사람과 하늘

함께 즐기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 언택트 여행과 시사상식까지
주말엔 <MORE&BEYOND>와 함께
언택트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
데뷔곡 ‘한잔해’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가수 박군(본명 박준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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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Play with Airport 스타

반전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데뷔 전 직업은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다.
채널A 예능 <강철부대>에선 특전사 팀을 이끄는 리더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선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연있는 캐릭터로 주목받았다.
어떤 위치에서도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의 구호처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박군을 만나본다.

Q. 안녕하세요. 대세 트로트 가수이자
현재 TV 프로그램 <강철부대>와

7만여 공항 가족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항가족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너무 큰 영광을 받은 것 같
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응원과 믿음을 받으니 더 잘해서 여러분들
에게 힘이 되는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박
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15년간 특전사로 복무하셨는데,
‘한잔해’ 오디션 통과 후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전역을 선택할 때 고민은
없으셨나요?
글. 최회성(에디터) 사진. 이성원

전역을 선택하며 고민도 많이 했고, 주변에
서 말리시는 분들 또한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다시 오
지 않는 기회란 걸 알았기에 후회 없는 길
을 가보려고 과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

기쁩니다. 인천공항 사보 독자이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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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계신 박군님을 만나 뵙게 되어

-

-

<미운 우리 새끼>에서 멋진 활약을

Q.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Q. <강철부대>에서 팀원들에게

Q. 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2>와 <강철부대>로

무엇일까요?

담당관이라고 불리며 최선임 대원으로

‘개미랑 노는 베짱이’에 MC로 발탁된

연이은 대중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

앞장서서 전략을 짜시는 등 리더쉽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MC로 첫걸음을

계시는데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저의 삶에 대한 꾸밈없는 이야기와 노력하

보여주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미션은

내딛으셨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

려고 애쓰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이 예쁘

무엇이었나요?

-

대중들께서 예쁘게 봐주신 게 아닌가 생

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믿음과 응

-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트로트 가수 롤모델

각합니다. 처음 가수라는 도전으로 전역하

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미션이기에 어느 미션이든

로 모시는 장윤정 선배님과 함께한다는 것

지 쉬운 것 하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팀의

부터가 너무 영광입니다. 거기에 함께 하

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는 후회도 많
이 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막

Q. 특전사로 복무하시며 특전사

단합과 사명감을 떼어놓고서는 그 어떤 미

시는 모든 MC 선배님들 모두가 저에게는

막한 연예계 생활의 1년이라는 기다림 속

탑팀(Top-Team)에 선정되시기도

션도 수행할 수 없었고 팀원들 모두 잘 따

우상입니다. 한번 옆에 다가가기 어려우신

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인 SBS <트롯

하고, 해외 파병까지 다녀오셨는데,

라주고 함께 헤쳐나간 배짱과 의지가 있었

선배님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

신이 떴다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5년의

군 생활 경험이 연예계 활동에 도움이

기에 <강철부대> 특전사 팀이 존재했다고

지만, 혹시나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담

특전군인 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게 아

되었나요?

생각합니다. 다만 특전사는 산악을 주 무

감도 있습니다.

닌가 싶습니다.

-

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보니 1년

특전사로 복무했던 15년의 기간 동안 쌓아

에 한두 번 하는 해상 침투훈련을 접한 팀

Q.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올린 군인정신이 아니면 저 박군은 존재하

원들이 해상 미션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함

생각하신 적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다져진 도전

께 헤쳐나가기 위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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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뷔곡 ‘한잔해’로 인기몰이를 하고,

-

의식과 저의 좌우명으로 자리 잡은 ‘안 되면

Q. 아프신 어머님을 대신해 15살 때부터

음… 저는 가족이라는 한없이 따뜻한 사랑

있기에 지금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을 항상 그려보고 살아왔었습니다. 저를 잘

버시면서도 전교 1등도 하시고 전교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누나 같은 사랑을 항

회장까지 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상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

-

되게 하라’라는 군인정신이 저를 자리 잡고

79

78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자기관리의

-

-

비결이 있으실까요?
자기관리를 잘 해왔다고 자부하지는 않습
니다. 누구나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 가장
이라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족의 가장으
로서 또 그 기쁨을 어머님께 보여드려야 한
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려
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군에서 다져진 도전 의식과
저의 좌우명으로 자리 잡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군인정신이
저를 자리 잡고 있기에
지금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만큼

Q. 만약에 인생 2회차를 살 수 있다면,

Q. 2021년 하반기 활동계획은

공항가족 분들께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인가요?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길

-

-

저 박군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여행 가서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게 첫 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 시켜 놓고, 어머니와

째 목표입니다. 신곡을 기대해 주시는 만

-

술 한잔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원

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래 연습도 병행

하고, 하고 싶었던 것 하면 어떤 삶이든 후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선배님들이 해주시

회 없을 것 같습니다.

는 조언도 마음에 새기며, 지금까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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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 진심 어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일

Q. 트로트 가수 박군의 신곡도

탈하는 일 없이 자기관리도 잘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언제쯤 트로트 팬들을

국민께 사랑받은 만큼, 용기 줄 수 있는 가

설레게 할 신곡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모

-

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항상 신곡 계획이 있는지 물어
보시며, 빨리 신곡을 내달라고 하시는 팬분

Q. 2020년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들도 많습니다. 신곡발표를 위해 여러 가지

인해 이용객 수가 95% 이상

아이템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등 어려운 시간을 겪고

노래 연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

있습니다. 공항가족 분들께 응원의

든 시기에 함께 부르고 즐거워하실 수 있

한마디 전해주세요!

는 노래로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

-

-

니다. 그것이 제 신념이다 보니 좀 더 나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시

-

80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시간을 두고 준비 중

는 공항가족 분들의 어려움을 여러 매체를

81

-

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훌륭하고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휴직 기간에 생계

-

에너지 넘치는 신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지를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셨다는 분들
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
종이 시작되며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만큼 공항가족 분들께 행복
한 시간이 찾아오길 저 박군도 많이 응원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강
철의 사나이 박군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시작될
인천공항 축제에도 와주실 수 있으시죠?
영광입니다. 불러만 주시면 어느 때든지 제
일 먼저 달려와서 축하해드리고 응원하겠
습니다.

조종사의 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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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
이륙 직후 새떼에 부딪혀 엔진이 모두 정지된 긴급한 상황에서
기장 설리는 조종사의 빠른 판단력과 경험으로
승객들을 무사히 구조한다.
조종사의 임무와 책임을 다한 알려지지 않은
감동적인 실화 영화 <설리>를 소개한다.

고가 일어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과
사고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찾아오
기 마련이다. 이 영화는 이륙 직후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떼와 충
돌하여 엔진 고장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내린 기장 설리(체슬리 설렌버거, Chesley
Sullenberger)의 예측과 판단에 주목한다.
이 더 중요했고 그것은 그의 의무였다. 위

2009년 1월 15일 뉴욕 허드슨강에 추락

기 상황에서의 판단능력을 조종 시뮬레이

한 US Airways 1549편의 탑승객 155명은

터의 기계 지능과 인간의 지성 간의 판단을

헌신적으로 노력한 1,200명이 넘는 구조

비교하며 그 책임에 대한 쟁점 다룬 영화이

대원의 도움으로 비상 착륙 24분 만에 전

다.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설리 기장

원 구조되었다. 추운 겨울 허드슨강에 추

은 인간의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

락한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가까스로 탈출

혜로 이겨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후 추위를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

영화의 포커스는 추락하는 항공기에서 탑

해야 했다.

승객 전원을 생존시킨 기장이 재난의 영웅

영화는 조종사의 꿈에서부터 시작된다. 영

으로 부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제탑

화의 주인공인 설리 기장은 비행 전 꿈에서

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공항이 아닌 강에

먼저 사고를 예견하는 불길한 악몽을 꾸게

착수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되는데 그것은 바로 뉴욕의 도심 한가운데

수도 있었던 결과에 대해 기장의 과실과 판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단의 근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

다. 불길한 마음에 사로잡힌 설리는 비행

-

-

하늘을 향하여

83

82

그는 본인의 생존보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

-

-

Sully: Miracle on the Hudson

사람과 하늘 Play with Art & Airport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

준비를 위하여 여느 때와 같이 공항으로 출
발한다. 추위가 느껴지는 뉴욕의 겨울, 공
항에서 비행을 준비하던 승무원들은 여행

글. 이현수(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 / 페덱스항공 FedEx) 참고. NTSB 사고조사보고서

-

의 설렘으로 가득 찬 승객들의 탑승을 끝으

“우리는 같이 해냈어.

로 곧 이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우린 한 팀이거든.

탑승을 마친 비행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어.”

에서 이륙하여 샬럿 더글러스 공항으로 갈

“We did this together.
We were a team.
We did our job.”
-

예정이었다. 여객기를 조종하여 이륙 중이
던 설리 기장은 이륙 직후 약 2분 만에 새
들과 충돌하여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
한 상황에서 양쪽 엔진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륙 중 전례 없던 위기를 맞은 순간 설리
기장은 주어진 208초의 시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약 850미터 상공에서 허드슨강
으로의 수상 착륙을 시도하고 착륙 직후 비
상 탈출에 성공한다. 안전한 불시착과 승
객의 전원 구조의 결과로 허드슨강의 기적
으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의 영웅이 되었지
만 피해 갈 수 없는 사고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매뉴얼을 찾아보지

NTSB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컴퓨터 시

않고 내린 판단이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처

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험한 결과 인근 공항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비상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음에도 불

점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은

구하고 허드슨강에 위험하게 비상 착수를

결과로 나타났지만,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시도한 기장의 판단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

않은 위반이 명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한다. 사고조사관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인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허드슨강에

사고조사 청문회에서 기장의 착수 결정이

불시착을 결정한 기장의 판단으로 주목하

옳았는지 그 결과에 주목하며 시현된 컴퓨

고 있어 설리는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많

터 시뮬레이션은 모두 인근 공항으로 회

은 고민과 갈등으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항하여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는 설리에게 정신

보여주었다. 이 모습을 본 설리 기장은 즉

적인 문제가 없는지 가정사에 불화가 없는

각적으로 인간의 “인적 요인(Human Fac-

지 음주나 마약을 한 사실이 없는지 등의

tors)”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며 시뮬레이션

사생활에 관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설

설정과 시현은 사고 당시와 다른 조건이라

리는 승객 모두를 살렸지만, 과연 자신이

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인간은 기계와 다

바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혼란에 빠지고

르게 인지적 활동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판

모두 하나 되어 만들어낸 기적

이 영화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상황에서 발

악몽에 지쳐 간다.

단하게 되는데 오랜 비행시간과 조종의 경

탈출 시작 후 마지막 승객이 나오기까지 3

휘된 리더십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나타낸

부기장 제프 스카일스(Jeffrey Skiles)도 이

험이 풍부한 설리 기장도 이런 상항을 맞

분 30초가 걸렸다. 설리는 승무원들의 노

다. 리더의 예측과 판단력, 책임감과 대담

러한 조사관의 태도에 실망하며 기장의 행

은 건 처음이었으므로 상황을 인지하는 시

고를 치하했고 자신은 구조대가 오는 것을

한 리더십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

동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간이 필요했다.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탈출한 승객들의 안

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종

-

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기장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실제상황이

전을 지켜야 했다. 그는 모두 탈출한 승객

일관 고뇌하는 한 인간의 심연을 나타낸 인

84

이 오랜 비행시간의 경험으로 사고 기종

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버드스트라이크(새

들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구조대를 기다리

간의 지성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

의 비행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풍부하

와 충돌하는 것)가 일어나는 순간 판단을

고 있는 동안에도 비행기에서 빠져나오지

비행기의 동력이 모두 없어진 비상상황에

여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의 순서보

내리고 가장 가까운 공항 활주로로 예정된

다 먼저 보조동력장치를 작동했다고 피력

비행을 하듯 바로 회항하기 때문이다.

* 출처: 실제 비상탈출 사진(출처 NTSB 사고조사보고서)

기장의 인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에서 새 떼와 충돌 후 곧바로 회항하라

까지 물이 차오른 항공기의 뒤쪽으로 가서

설리 기장은 자신이 해낸 것이 아니라 승

고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기내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

객과 승무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며

“사람의 실수를 찾는다면, 사람이 하는 것

로 탈출한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승객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처럼 컴퓨터를 작동시켜라”고 말했다. 결

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섬세함까지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기억으로 남았

국, 사고조사위원은 설리의 주장을 인정하

잊지 않았다.

다. 비행기 기장이라는 직업의 의무와 책임

고 상황 인지에 필요한 대응 시간 35초를

영화의 결말이 다가오면서 사고조사 청문

을 다하며 위기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재시도한 결

회가 끝나갈 때쯤 기장과 부기장이 나눈

모습을 보며 기장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

과 모두 착륙 전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는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같이 해냈

었던 영화였다.

조사관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어. 우린 한 팀이거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조종사로서 임무와 책임을 다한 설리 기장,

설리 기장은 40여 년 동안 수천 번의 이착

을 했어(We did this together. We were a

위기상황의 짧은 시간에 내린 자신의 결정

륙을 통하여 체화된 직관으로 판단하여 공

team. We did our job)” 두 사람의 대사는

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

항이 아닌 허드슨강으로 착수를 결정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그리

며 생존한 승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상황을 응대

고 강인한 책임감을 나타내고 있다.

모습은 가히 감동적이다. 영화의 엔딩 장면

하며 자신의 대처가 현명하였음을 증명해

에서 생존한 실제 탑승객들이 모두 나와 각

낸 것이다. 조사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자 본인의 좌석 번호를 말하며 자신이 살아

자신의 경험과 선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있는 것은 기적이라며 환이 웃는 모습들은

보여준 설리 기장과 부기장의 모습 뒤에는

설리 기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승객들은

자신의 직관과 경험으로 굳어진 강한 자신

모두 설리 기장의 덕분으로 목숨을 잃지 않

감이 있었다.

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

서도 침착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기장과 부

객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허리

85

않았다. 그는 혹시나 빠져나오지 못한 승
이에 설리 기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 고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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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 단 한 번의 선택

운동 필수 무료 앱

운동포인트로 제품할인까지

STRAVA

MyNB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필수 무료 앱 중 하

주말마다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나. 기본적으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라이

MyNB 앱을 추천한다. MyNB 앱은 뉴발란

딩과 같은 운동을 할 때, GPS를 이용하여

스 코리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

본인의 아웃도어 활동을 거리와 페이스, 고

고 뉴발란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통

도, 소모된 칼로리 등을 기록해 준다. 그뿐

합 멤버십 앱이다. MyNB 앱을 열어서 출

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퍼포먼스를 보

석,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

여주고, 운동 중에 핸드폰에 담은 사진들,

할 수 있고, STRAVA 앱과 연동시켜 놓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 친구 및 여러 나

면 매달 달린 거리가 업데이트되어, 매달

라 운동선수들을 팔로우 해서 각자의 운동

총 달린 거리 100km를 10,000포인트로

을 확인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길 수도

전환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뉴

86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시

발란스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거나 뉴발

-

는 분이라면 Facebook과 Instagram을 통

란스 자체 대회 또는 클래스 접수가 가능

해 운동 세부 정보까지 SNS에 공유 및 기

하니, MyNB 앱은 러너들에게 없어서는 안

록하면서 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다.

될 앱이다.

면역력을 키워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운동을 더욱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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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집콕만 하지 마시고, 주말에 밖으로 나가 우리 함께 운동하면서

-

사람과 하늘 Play with 주말에 뭐하니?

운동량 기록부터 리워드까지
운동에 도움이 되는 앱

-

87
-

글.
글.이혜선(인천공항
윤시현(인천공항사보
사보명예기자/인천공항운영서비스)
명예기자/케세이퍼시픽 항공)

가민 시계 사용자라면

운동기록을 3D영상으로!

GARMIN Connect

Relive

가민 시계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 GAR

주말에 걷기,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산

MIN Connect 앱은 필수이다. 건강 및 운동

을 즐긴다면 운동 후 Relive(무료 버전)를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편리한 앱

다운 받아 사용해 보길 추천한다. 운동하

이며, 마라톤 레이스를 대비해 훈련하거나,

면서 핸드폰에 사진을 담았다면, Relive 앱

단순히 걸음 수를 측정하는 사용자에게도

에서 본인의 운동 기록을 찾아 사진을 업

어제의 기록을 경신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로드하고, 음악을 선택하여 본인만의 멋진

자극을 준다. 운동 추적을 비롯한 자신의 걸

3D 영상을 만들 수 있다. GPS로 남겨진 본

음 수, 거리, 페이스에 대한 개인의 데이터

인의 운동 추적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확인 및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만 아니라 최고의 스피드도 확인할 수 있

친구들과 챌린지를 통해 경쟁하면서 재미

다. Relive 3D 영상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

있게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ARMIN

스타그램 친구들에게 공유도 가능하다. 또

Connect 앱에서 STRAVA 앱 동기화를 해

한 GARMIN Connect, MapMyRun, Runk-

둔다면, 모든 운동 데이터를 GARMIN Con-

eeper 등의 앱과 연동되기 때문에 Relive

nect와 STRAVA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로 쉽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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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Play with 항공 상식

‘인천공항 응급실’
인천공항의료센터
기장과 관제사 등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

해외 출국 전 확인 필수,

인천공항의료센터

는 검사인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승객 안

코로나19 검사센터

7만 명 이상의 인천공항 상주 직원과

인천공항의료센터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

전과 직결돼 일반 신체검사보다 기준이 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코

하루에도 19만 명(2019년 기준)이 넘는 공항 이용객에게

객과 승무원 공항 종사자 및 영종 지역 주

격하다. 심혈관계 질환이 발견되면 신체검

로나19 검사센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공항 응급실 역할을 하고 있다.

민의 건강지킴이로 2001년 3월 12일 개원

사 증명서를 받지 못해 업무가 중지될 수

널 지하 1층 서편주차장(출입증발급소 앞)

게다가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하여 응급처치, 일반진료, 건강검진 서비스

있기 때문이다.

외부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인천공항 코

외국 현지에서 유행하는 질환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공항의료센터는 제

2009년에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려던 인

로나19 검사센터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인천공항의료센터의 몫이다.

1여객터미널은 지하 1층에 636㎡, 제2여

도네시아 국적 30대 임신부가 출산 예정

‘검사센터’로 분류돼 운영된다. 이는 코로

-

88

객터미널 지하 1층에도 724㎡ 규모로 조성

일을 약 2주 앞두고 탑승구 앞에서 산통을

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 등을 판

89

-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외래와 응급처치는

호소한 일이 있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단하기 위해 무료로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

-

물론 예방접종, 건강검진도 할 수 있다. 인

는 이미 아이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였다.

소와 달리 해외로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

천공항의료센터는 1차 의료기관으로 허가

출산 과정에서 탯줄이 아기 목에 감겨 위험

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건강한 여객임을

된 곳이지만 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한 상황을 맞았지만, 인천공항의료센터 의

출국 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

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1차 기관과는 달리

료진의 응급조치로 무사히 태어났다.

다. 운영시간은 평일 07시~18시 / 주말 09

-

공항 응급실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의료센터는 수술실은 없지만

글. 김계홍(인천공항 사보 명예기자/인천세관 공항여행자통관검사5관) 참고. 경인일보 외 다수

응급 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산소 공급

시~18시(점심시간 : 12시~13시)이며 접수

기, 제세동기 등 기본 장비를 비치하고 있

Tip

방법은 인터넷 사전예약(www.airport.kr/

다. 중증환자의 경우 기본적인 응급처치 후

인천공항의료센터

covid19/testingcenter)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도 한다.

예전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었으나

외국인 및 사이트 예약 시 본인인증이 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인천공항의료센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국 여행객 등

려운 경우에만 전화 예약을 받고 있다. 여

터를 찾는 여행객들도 있지만, 공항 내 근
무 현장에서의 골절 등의 부상자도 공항의
료센터를 찾게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의료

유동인구가 급감하여 현재
제2여객터미널은 운영이 중단되어

권 미지참 시 접수 불가하기에 반드시 여권

제1여객터미널 공항의료센터로

을 지참해야 하며, 출국 전 COVID-19 관련

통합 운영 중이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국가를 반드시 확인

센터는 항공성 중이염 등으로 대표되는 항

운영시간은 08:00~20:00이며

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의료수가

공성 질환도 진료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

휴진시간은 12:00~13:00 /

에 기반하여 산정되고 건강상태확인서 발

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라
1969년부터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17:30~18:00로 이 시간에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의할 사항으로 코로나19라는

급 시 비용이 추가되며 건강보험 소지한 외
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된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의학 전문 교육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진료인력과

다. 특히 검사시간과 음성확인서 발급시간

을 받은 의사로, 항공 종사자에 대한 신체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은 검사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검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통합 운영

있기에 해외 출국을 앞두고 검사센터를 이

국 45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중 하나
가 인천공항의료센터다. 항공신체검사는

중인 제1여객터미널 공항의료센터에
연락(032-743-3119)하여 동선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용하는 경우 검사별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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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Play with Trip

인천시 청라

에코 투어
아라타워에 오르면 정동진을 대척하고 있는 정서진 광장과
서해 영종대교를 비롯해 청라 국제도시의 실루엣이 보인다.
청라지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에서는

국내 자생 중인 생물표본을 만나게 되는

국내 자생하는 생물표본과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원시림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곶자왈을 축소해놓은 생태관을 만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을 발굴하고
생물다양성 종합정보를 구축하여 한반도
자생생물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기
관이다.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
자원관은 발굴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연
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제공하여 우리
나라 산업화 자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연
구시설이지만 생물자원 표본과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교육
동인 생생채움에서는 일반인들이 관람이
-

-

가능하다.

90

91

-

-

글. 최회성(에디터) 사진. 이성원

-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적응한 식물들은 자생

육관으로 한반도의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

국내 유일의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인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수십 년간 씨앗 상

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시관을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은

태로 땅에서 휴면 시간을 갖는다. 기존에

일반인 및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

4개의 전시실과 체험학습실 그리고

번성하던 식물이 표토의 영양 상태 이상으

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곶자왈 생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 발달하여 서로의 생육을 간섭하여 사멸

국내 유일의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인 국립

-

하거나 혹은 제주의 강한 바람 같은 자연

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은 4개의 전시실과

재해로 인해 기존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체험학습실 그리고 곶자왈 생태관으로 구

조건을 상실하면 표토에 씨앗 상태로 휴면

성되어 있다.

중이던 식물 중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

제1전시실은 한반도의 다양한 생물을 실물

는 식물이 발아하여 새롭게 번성하게 된

표본으로 전시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생물

다. 이런 생명의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곶

부터 희귀종까지 다채로운 모습의 생물을

자왈은 긴 자연의 역사 가운데 생물 다양

실물 표본으로 만날 수 있다. 한반도에 살

성의 보고가 된다.

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생물 분류학에 따

국립생물자원관은 1,500여 종 6,000여

른 다섯 무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전시

점에 이르는 우리나라 생물과 한반도의

중이나, 현재는 전시관 개선을 위해 공사

생태계, 생물자원의 활용 사례를 언제 어

를 진행중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관람이 가

디서든지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도록

능하다.

온라인 전시관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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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채움은 6,011㎡ 규모로 조성된 전시교

인 전시관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곶자왈

앱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관람

표본을 전시하여 야생동식물의 생태를 간

-

할 수 있다.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촬

접 체험할 수 있다.

생생채움 내에 2층 높이로 재현한 곶자왈

영된 전시관 곳곳을 가상으로 관람할 수

-

92

제3전시실은 신약, 신소재 등 생물산업분

생태관이 있다.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

있으며, 중요 전시물의 경우 한·영 해설과

93

-

야의 최신동향 등 한반도에 자생하는 다양

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

함께 고화질 이미지로 제공한다.

한 생물자원의 활용 사례를 통해 생물다양

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반달가슴곰,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성 보전의 중요성과 국가적으로 연구 및 관

곳을 말한다. ‘곶’과 ‘자왈’의 합성어인 제

이 포함된 한반도의 다양한 생물종 표본을

리가 필요성에 대한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주어이다. 즉 곶자왈이란 암괴들이 불규칙

볼 수 있는 상설전시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기획전시실에서는 분기별로 특별 전시가

하게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나그네 철새’,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기획전시실1에서는

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

‘아름다운 우리 생물을 그리다’, ‘옛 그림 속

7월 18일까지 ‘매력발산’ 새들의 짝짓기와

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곶자왈

우리 생물’ 등 그동안 생물자원관에서 개

기획전시실2에서 10월 21일까지가 지구최

이 제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

최한 기획전과 자생동식물의 세밀화 작품

강 비틀즈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체험학습

는 과거에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개발로부

등도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홈페이

실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물 체험

터 격리되어 버려진 땅을 지칭하는 것이

지(nibr.go.kr)에서 ‘온라인 전시관 바로가기’

공간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전시하고 있다.

었으나, 환경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고, 구글 아트

전시 관람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 가

재는 오히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에서 ‘국립

능한데, 매월 20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 통

어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 자원관’을 검색해도 온라인 전시실 감

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프로

지역이 되었다.

상을 할 수 있다.

그램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

곶자왈 용암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

램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생물자

고 표층은 물론 심층까지도 크고 작은 암

원 교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

괴들로 이루어져 식물이 자라기에 어려울

문가로서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 등 매달 다

뿐만 아니라 식생의 발달속도가 느려 지

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단체 학생을 대

금과 같은 숲이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상으로 한 ‘생물다양성 교실’은 비대면 원격

이 필요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얕은 표토

교육으로 운영 중이다.

에도 불구하고 각종 고사리 및 난대림이
형성되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생생채움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nibr.go.kr
※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정보
변동가능하니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원시림을 품은 국내 유일의 생태환경

등 한반도의 다양한 생태계 기준으로 생물
-

제2전시실은 산림과 동굴, 하천, 갯벌, 해양

매년 12월 31일에는 한 해의 마지막 해를

아라타워와 정서진 광장

넘기는 정서진 해넘이 행사가 개최되고 있

-

다. 정서진에는 상징조형물인 노을종이 있

광화문을 기준으로 인천시 서구에서는

는데, 외부형태는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이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폭 5~8m 총연장

만들어낸 조약돌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내부

41.3km의 자전거 및 인라인 전용도로가

는 종모양의 실루엣을 비워두고 있다. 노

조성되어 있다. 한강 자전거도로가 아라

을종은 가로 21m 세로 13.4m 두께 10.6m

김포여객터미널 주변에서 바로 연결되어

크기로 내부 종모양을 강조하는 조명이 설

있어 수도권 주요 하천 자전거도로를 따

치되어 있어, 저녁 노을과 서해 갯벌을 배

라 아라뱃길의 전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경으로 한 야경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

수 있다. 아라뱃길에는 총 6개의 자전거 대

준다.

여소가 존재하며 대여소 간 반납이 가능하

정서진 광장 한 편에는 아라타워가 세워져

다. 자전거를 빌려 아라뱃길 따라 서쪽 끝

있는데, 썰물 때는 영종대교가 보이는 갯펄

으로 향하면 정서진에 있는 인천여객터미

이 드러나고 밀물 때는 서해의 너른 바다

널에 도착한다.

가 펼쳐진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

동쪽 끝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정동진이

관 중이라 타워전망대에서 광경을 볼 수 없

있다면 서쪽 끝에는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지만, 거리두기 및 관람 제한이 풀리면 방

정서진이 있다.

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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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따라 서쪽 끝

-

-

95

94

-

-

아라뱃길 자전거 대여소
평일 시천, 계양교 남단
주말 시천, 계양교 남/북단,
인천TM, 파크웨이,
캠핑장, 김포TM
문의 031-999-7834
기본요금(1시간)

인용 4,000원,
2인용 6,000원,
유아용 트레일러
5천원

초과요금(10분당) 1인용 500원,
2인용 1,000원
※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정보
변동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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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하늘 Play with 공항 Letter

<MORE & BEYOND>
공항 Letter
딩동!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MORE & BEYOND> 편집실에 보내주신
05+06월호 독자 후기를 소개합니다.

-

인천공항 홍보전망대에 관한 정보

즉문즉설의 질문과 응답을 읽어내려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 유튜

공항 TMI 코너 하늘공원 기사를 읽

-

96

는 처음 접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

가다 보니 마지막 빈칸에 저의 대답

브를 통해 그 감동의 순간 함께 해

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재작년까

97

-

의 역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고, 대

도 적게 되었어요. 프랑스까지 가는

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선진

지만 해도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

-

형 모형을 통해 공항의 단계별 시설

비행기 안에서 ‘비포 선셋’을 보고 싶

국 대한민국을 리딩하며 대국민 서

던 하늘정원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

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당장 가보고

었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코로

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정진하며

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못

싶어집니다. 체험시설을 좋아하고

나의 터널을 통과하면 꼭 사랑하는

최선을 다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모

가보고 있네요. 글과 사진으로 보니

비행기를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는

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습 <MORE & BEYOND>를 통해 접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그나마 사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해 보면 좋겠습니다.

를 통해 아쉬움을 달래고 갑니다. ^^

권성현 님

최선희 님

황경연 님

강성호 님

알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MORE & BEYOND>에서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던 코너, 개선했으면 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코너 등
을 웹진 ‘독자 후기’ 게시판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글 중 채택되신 분께는 편집실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방 법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 웹진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독자 후기’ 버튼을 클릭하면
후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상시)
* 작성 시, 당첨자 확인 및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늘 Play with 댓글 이벤트

<MORE & BEYOND>
독자 댓글 이벤트

기간

7월 1일~8월 31일

방법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 웹진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퀴즈 게시판’ 버튼 클릭하기 →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기

Q1.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다

상단의 QR코드

지난 40년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온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일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스캔하기

교통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는

<Airport & People> 코너에서
유한주 교수가 언급한
-

고객경험관리를 위해 이것의 세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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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

조우, 만남이라는 뜻의

<MORE & BEYOND>
웹진에 접속하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
*힌트 : <Airport & People> 인터뷰 참조

퀴즈 게시판
클릭하기

Q2.
<Issue> 코너에서 소개한
기존 공항서비스평가(ASQ)의 보완적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기

제도로 고객경험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와 혁신 활동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
*힌트 : 인천공항은 2021년 4단계 인증 완료

*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 및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 후기를 함께 남겨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